2021년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재보험

Covéa

주요 재무 수치

166억 유로의
수입 보험료

손해보험 76,5 %
생명보험 23,5 %

23,000명의

1,160만명의

2,446개의

394%

직원수

프랑스와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수

회원 및 고객

4.15억 유로
순이익

164억 유로
자본금

영업소

프랑스 내 영업소

지급 여력 비율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Covéa Coopérations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보험 회사입니다
COVÉA SGAM

1/3 주식 보유

1/3 주식 보유

1/3 주식 보유

COOPÉRATIONS

100 % 주식 보유

MMA*

GMF*

MAAF*

Operational
activities

Operational
activities

Operational
activities

Stable

A

(Excellent)
Stable

(예를 들면: Fidélia
Assistance,
Covéa Finance)

Operational
activities

회사 신용 등급

AA-

일반 구조

국제 활동

주요 재무 수치

Aa3
Stable

6.1억 유로
자본금

*The Covéa Group is built around three complementary brands : MAAF, MMA and GMF.

3.63억 유로
수입보험료

460%

지급 여력 비율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수치

고객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사명

특별한 위험의 제어 및 관리에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의 서비스

• 개인과 단체보험의 가격 산정
• 상품 개발
• Solvency II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상황과 최적화 요구 사항 지원
• 포트폴리오 개발 및 보호를 위한 비전통적인 해결책 마련

우리의 업무 범위

기밀 유지
의무

COOPÉRATIONS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재보험 수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67

개의

출재 고객사

280

개의

재보험 계약서

건강보험

생명보험

대출보험

저축보험

우리의 차별화된 특징들

• 고객의 모든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고유한 해결책 제시
• 민첩하고 반응이 빠른 팀
• 뿌리 깊은 상호 주의적 가치
• 견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1.68
35% 생명보험
65% 건강보험

억 유로
매출액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수치

있는 조언과 기술적인 전문 지식

12개국
에서 영업활동

프랑스 - 독일 - 벨기에 - 덴마크 - 스페인 - 영국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포르투갈 - 스위스 - 폴란드 - 이스라엘

우리의 핵심 시장

우리의 국제적 존재
우리의 개발 기회들

캐나다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한국 - 인도네시아 - 일본 - 싱가포르 - 대만
- 태국 - 베트남

매출의 큰 증가
백만 유로

35

2020

60

2019

2018

133

20

81
39

1 억 6,800 만 유로
매출액

신계약

갱신된 포트폴리오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수치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팀
Marie-Pierre LECOUR
임원
marie-pierre.lecour@covea.fr

Romain DURAND
임원
romain.durand@covea.fr

언더라이팅과
Pricing 부문

계리부문
pilotage.inventaire@covea.fr
Koko
LAWSON ADOTE
선임 계리사 –
경제성 산출 및 통제

Paul GARAT
선임 계리사 –
언더라이팅과
Pricing

기술 및 재무 회계 부문
pilotage.inventaire@covea.fr

Sandrine
PUYHARDY
선임 회계사

William
TEBOUL
선임 회계사

darsp@covea.fr

Medhi HIMEUR
언더라이팅과
Pricing 부문장
medhi.himeur@covea.fr

Florence
SARASOLA ROGER
선임 언더라이터

Gaëlle LEROUX
선임 언더라이터

재재보험과
상호 관리 부문

pilotage.inventaire@covea.fr
Alain LAURENT
선임 언더라이터

Rose AFAMBO
통계 및 연구 조사관

Thomas MEERMAN
선임 언더라이터

그들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It’s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this agile and
reactive team.”
Thierry Fabre Bonvin - Founding Partner

“We are delighted with our strong collaboration
with the Covéa Coopérations’ team: its expertise
and understanding of customer needs are highly
appreciated.”
Isabelle Dartiguelongue - Life Director

“Covéa Coopérations supports the mutual in both life
and health pricing and product development.”
Laurent Duret - Managing Director

“Covéa Coopérations is an important participant
in our large risk protection program. Its financial
strength and responsiveness in underwriting
make it a partner of choice.”
“We have established a solid and long-term partnership
with Covéa Coopérations thanks to many contracts
underwritten in France and in Europe.”

Olivier Della Santina - Actuarial and Financial Director

Isidro Miras - Special risks manager - Sport Pro Re

“I can attest to the many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Covéa Coopérations. Business-oriented, I have
seen the responsiveness of the teams who, beyond
their professionalism, are extremely pleasant and
sympathetic.”
Aude Viney - Key Accounts Director

“Our close relationship with Covéa Coopérations
is based on a shared vision of life reinsurance:
expertise, innovation and proximity in order to
offer customers all the agility and dynamism of
a human-sized team.”
Arnaud Chevalier - Technical and Commercial Manager Life reinsurance

Reactivity

Flexibility

LIFE, ACCIDENT AND HEALTH INWARD REINSURANCE
86, rue Saint Lazare – CS 10020 – 75009 Paris
Covéa - Mutual group insurance company governed by the French Insurance Code
RCS Paris 450 527 916 - 86-90, rue Saint Lazare - 75009 Paris
Covéa Coopérations - Limited Company with a registered capital of €2,398,156,017
RCS Le Mans 439 881 137 - Code APE 6520 Z - Intra-community VAT number FR 36 439 881 137
Headquarter: 14 Boulevard Marie et Alexandre Oyon - 72030 Le Mans Cedex 9
Company governed by the French Insuran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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