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ANNOUNCEMENT
CONTACT:
Angeline Tan
+65 6922 8151
angeline.tan@marsh.com

MARSH SINGAPORE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OPENS IN MYANMAR
MARSH 싱가포르 양곤 사무실, 미얀마에 개설

2015년 10월 31일 양곤발 - 아시아의 선두 보험중개 업체이며 보험 리스크 관리 자문회사인 마쉬
(Marsh) 싱가포르가 미얀마에 양곤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대표 사무실 개설은 오늘 미얀마 정부의
재무부 장관 Dr. Maung Maung Thein, 마쉬 (Marsh)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Mr. Martin South,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Derek Mitchell, 싱가포르 대사 Robert Chua 등의 외교관, 저명인사, 귀빈이 참석한
개소식(Opening Ceremony)에서 발표된 것이다.
개소식(Opening Ceremony)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Mr. Martin Sout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미얀마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번영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외국의 직접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얀마와 국민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Marsh는 이런 여정에 참여하여 미얀마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쉬(Marsh)는 보험중개업과 리스크 관리 부문의 세계적 선두업체로, 산업분야별로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혁신적 솔루션을 정의, 설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rsh는 Marsh & McLennan Companies의 자회사로, 이 그룹은 리스크, 전략, 인적자원 분야에서
고객에게 자문과 해법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전문 서비스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전 세계에
5만7천명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매출은 130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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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싱가포르 양곤 대표 사무실은 미얀마의 보험중개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Marsh 싱가포르 산하의 기업들을 대표하여, 사업지원과 연락/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Mr. South 는 “미얀마에서 우리가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은 미얀마 국민과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더욱 촉진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의 광범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업 성공을 성취하도록 기여하는데 우리가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한편 Marsh 싱가포르 양곤 사무소 대표인 Jerry Westmor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얀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일하면서 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들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능을 더욱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일하며 그 성장에 기여하는 보람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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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