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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 2015 CFO 이노베이션 어워즈 최우수 보험중개회사상 수상
2015 년 11 월 24 일, 싱가폴 – 보험중개 및 위험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마쉬는 2015 CFO
이노베이션 어워즈(CFO Innovation Awards 2015)에서 2 년연속 최우수 보험중개회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2015 년 11 월 19 일
싱가폴에 있는 만다린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여되었습니다.
마쉬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경영자 마틴 사우스(Martin South)씨는 “마쉬가 이 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업적은 마쉬를 아시아지역의
최고 보험중개회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상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동료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CFO 이노베이션과 독자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내 업계에 서비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2 년 제정된 CFO 이노베이션 어워즈는 재무관리 모든 분야의 아시아지역 리더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주어지는 상입니다. CFO 이노베이션 독자들의 지명과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상식은 수 많은 CFO 들과 그들의 파트너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기리고 그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시상식은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팀들과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CFO 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독자들은 보험회사와 회계법인, 은행, 기술제공회사 및 기타
재무파트너사들에게 주어지는 파트너상 수상자에 대한 투표도 진행합니다. 최다득표를 한
회사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며, 투표기준에는 우수한 고객지원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의 역량 및 기타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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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를 대신해 수상하는 자리에서, 마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비드 제이콥(David Jacob)
영업본부장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마쉬에게 있어 큰 영광입니다. 저희 마쉬를
아시아지역의 최우수 보험중개회사로 뽑아주심으로써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 저희
고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께 혁신적이고
최적화된 보험 및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쉬(Marsh)소개
마쉬(Marsh)는 보험중개와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고객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업종별 솔루션 정의, 설계, 제공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고 있다.
마쉬의 약 2만7천명의 임직원들이 130여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쉬는 리스크,
전략, 인력 관련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전문서비스 기업 마쉬앤맥레넌컴퍼니 (Marsh &
McLennan Companies, NYSE: MMC)의 자회사다. 마쉬앤맥레넌은 전 세계적으로 5만 7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30억불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마쉬 외에도 리스크 및 재보험
중개 서비스 분야 글로벌 리더인 가이카펜터 (Guy Carpenter), 인사조직, 복리후생, 연금, 투자 부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머서(Mercer), 국제적인 경영 컨설팅사 올리버와이먼
(Oliver Wyman)의 모회사이다. 마쉬 소식은 Twitter @MarshGlobal, 링크드인 (LinkedIn), 페이스북
(Facebook), 유튜브 (YouTub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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