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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증권관리부 

메트라이프의 아시아 지역 자산보관서비스 제공자로 선정 

 

HSBC 증권관리부가 메트라이프의 아시아 주요 3대 시장에서 자산보관서비스(custody 

service) 제공자로 선정되었다. 이 계약을 통해, HSBC가 보관하는 자산 규모가 미화 

87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HSBC는 메트라이프 호주, 홍콩, 한국 비즈니스의 

자산에 대한 국내외 자산보관서비스(custody service)를 제공하게 된다.  

 

HSBC 증권관리부 보험분야 아시아 태평양 총괄책임자인 카라 브로스넌은, “HSBC는 

아시아 시장에서 메트라이프에 폭넓은 은행 업무 및 자산보관(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메트라이프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향후 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 산업은 HSBC 증권관리부에 중요한 

분야이며, 아시아 지역 보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메트라이프는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연금, 

직원 복지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회사이다.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부본부장 T: 2004-0882 hyonjinsuh@kr.hsbc.com 

 

홍콩상하이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7개국에서 3,90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 자산은 미화 2조 5,260억 달러이다.  HSBC는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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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SECURITIES SERVICES  

WINS METLIFE REGIONAL CUSTODIAN MANDATE 
 
HSBC Securities Services has been chosen to provide custody services to MetLife 
across three key markets in Asia, adding more than $8.7bn in assets under custody. 
HSBC will provide a suite of global and domestic custody services covering the US 
insurer’s business in Australia, Hong Kong and Korea. 
 
“HSBC is delighted to extend its broader banking and custody relationship with 
MetLife in Asia.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best in class services and solutions 
to meet MetLife’s needs today and as they grow,” said Cara Brosnan, Regional Head 
of Insurance Sector Sales for HSBC Securities Services. “Insurance is an important 
sector for our Securities Services business and an area where we see great 
opportunities as the insurance business grows in Asia.” 
 
Headquartered in New York. MetLife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providing insurance, annuities, employee benefits and asset 
management to help it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ustomers. 
 
Media enquiries: Hyonjin Suh T: 2004-0882 hyonjinsuh@kr.hsbc.com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is the founding member of the HSBC Group, 
which serves our customers through four global businesses: Retail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Commercial Banking, Global Banking and Markets, and Global Private Banking. The Group serves 
customers worldwide from around 3,900 offices in 67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Europe, Asia, North 
and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ith assets of US$2,526bn at 30 September 
2017, HSBC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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