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종합 비스  행연구2)

1. 종합 비스의 동  및 목

융회사가 사업 역의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역의 서비스를 종합 으로

제공하려는 목 은 크게 시장지배력 ,자원 리 ,거래비용 ,

리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시장 지배력 은 기업 간 매수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 에서

다각화를 악한다.즉,이윤 극 화가 기업의 목표일 경우 기업은 시장지배

력 확보를 통해 한계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동기에서 기업

을 결합한다.이러한 에서 다각화의 유형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서

비스의 계에 따라서 수평결합,수직결합 복합결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PerryandPotter(1985)는 수평결합의 에서 다각화의 동기를 찾고 있는데,

수평결합으로 산업내 경쟁이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가격상승 효과가 기

업에게 과 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유발한다고 설명하 다.Denekere

andDavidson(1985)은 합병을 통해 합병 당사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함

에 따라 기업들이 합병을 추구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 다.한편,

Chandler(1977),Salinger(1988),Ordover,SalonerandSalop(1990)등은 수직

결합을 통한 기업의 사업 역 확장 동기를 설명하 다.Chandler(1977)는

량유통을 통한 비용 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충성도 제고

등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Salinger(1988)와

Ordover,SalonerandSalop(1990)는 수직결합시 최종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직결합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나 비결합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

직결합을 통한 다각화가 추진된다고 보았다.Scott(1989)는 복합결합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창출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둘째,자원배분의 은 시장지배력 과 마찬가지로 이윤 극 화를 기

2)김동겸 재무연구실 책임염구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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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신고 학 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경 자원의 효

율 활용을 한 동기로 인해 다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Penrose(1959)

는 사용되지 않는 경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해 다

각화가 추진된다고 보았다.Lemelin(1982) 한 기업 다각화는 특정 자원의

가용성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부문의 성장성과 이윤창출 가능성에 향을

받는다고 설명하 다.ChatterjeeandWernerfelt(1991)의 경우 기업의 경 과

련된 자원을 실물(physical),무형(intangible), 융(financial)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이들 자원이 다각화 유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셋째,거래비용 에서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장거래 신 수직결합이나

장기계약을 통해 계가 유지될 경우 거래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를 다

각화의 동인으로 보고 있다.Klein,CrawfordandAlchian(1978)은 계약 이

의 교섭비용을 이는 한편 지 를 발생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계약 이후의

기회주의 행동을 제거하기 해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한

Teece(1980,1982)는 시장실패 가능성을 극복하기 해 련 산업으로 다각화

하는 것이 비용을 감하는 데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

다섯째, 리인 이론에서는 경 자들이 개인의 사 목 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의 사 역이 확장된다.즉,소유와 경 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의 비 칭성이 발생하고 경 자는 주주의 후생극 화 보다는 다른 목표를 추

구한다는 것이다.Muller(1969)는 리인의 에서 이익 극 화가 아닌 성

장 극 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상정한 후,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경 자 자

신의 이익을 해 복합합병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Amihudand

Lev(1981)은 사 이익을 추구하는 경 자는 자신의 고용 험을 효과 으로

분산시키고자 복합합병을 추구한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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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자

시장
지배력

시장지배력 확보를 통한 과이윤 설정
-수평결합,수직결합,복합결합

PerryandPotter(1985),
DeneckereandDavidson(1985)
Chandler(1977),Salinger(1988),
Ordover,SalonerandSalop(1990),

Scott(1989)

자원배분
경 자원의 효율 인 활용

Penrose(1959),Lemelim(1982),
MontgomeryandWernerfelt(1988),
ChatterjeeandWernerfelt(1991)

거래비용 수직결합,장기계약을 통한
거래비용감소

Williamson(1975,1985),
Klein,Crawfordand

Alchian(1978),Teece(1980,1982)

리인 비 칭정보로 인한 경 자의
개인목 추구

Mueller(1969),
AmihudandLev(1981)

<표 Ⅱ-1>기업의 업무 역 확장 동기

융회사가 업무 역의 다각화를 통해 종합 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

도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다음 장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융

회사를 둘러싼 융환경이 변하고 있고, 융업권별로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합 융서비스는 새로운 돌 구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종합 융

서비스를 통해 첫째, 융회사의 기업가치 경 성과가 제고되는지,둘째,

제고된다면 어떠한 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출해야하는지 등에 한 략

이 매우 요하다.이하에서는 이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 다.

2. 업 역 확장과 경 과

가. 규모 및 범 의 경

융회사의 종합 융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주로 형화와 다각화에 의한

규모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지에 한 실증분석에 집 되어 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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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Baumol,PanzarandWillig(1982)이 다품목기업이론을 개하는 과정

에서 본격 으로 이론화 되었다.이들은 단일기업이 여러 개의 상품을 생산하

는 것이 다수의 기업들이 개별 으로 생산할 때보다 비용이 감된다면 이들

산출물간에는 범 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정의하 다. 융산업 내에서 범 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여러 융회사에 제공하던 다양한 융서비스를 하나의

융기 이 제공할 경우 비용이 감될 수 있다.이는 시설의 공동이용,정보

의 공유,투자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의한 험분산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Berger(1987)도 겸업에 따른 생산효율의 증 나 생산비용의

감,다양한 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요 확 , 융자산과 부채 다양화로 인

한 험 분산 등으로 범 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가 을 두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범 의 경제에 한 연

구는 다수 존재한다.그러나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 ,MathewsonandTodd(1982)는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를 상으로 분석

하 는데,개인보험과 단체연 사이에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이에 반해,일본 생명보험회사를 상으로 분석한 Timme(1992)은 증권

투자,개인보험,단체보험,개인연 ,단체연 등의 경우 범 의 경제가 없다

는 결과를 얻었다.Fields(1988)도 업무의 다각화가 음(-)의 범 의 경제를 낳

거나 동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 다.

한편,국내 보험산업에 한 실증분석으로는 생명보험산업을 상으로 한

권 (1994)과 나동민(1995)의 연구가 있다.권 (1994)은 트랜스로그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업무활동을 자산운용업무에 국한시켜 분석

하 는데,유가증권과 출,유가증권과 ㆍ 간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

한편 유가증권업무와 출업무 사이에는 비용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

었다.나동민(1995)의 경우,보험산업의 생산물을 ① 보험료수입 자산운용

총액,② 신계약액 자산운용총액,③ 보험 업수익 자산운용수익으로

정의한 후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를 추정하 다.추정 결과,우리나라 생

명보험 산업 체 으로 주업무인 보험 업업무와 부수업무인 자산운용업무

사이에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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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방법 투입물 산출물

Barros,Barrosoand
Borges(2005)

DEA-Malmquist
인건비,자본,
투자수익,보험료

지 보험 ,이익

GreeneandSegal
(2004)

TranslogFrontier
Model

인건비,자본,
생명보험,연 ,
상해보험

Ennsfeller,Lewisand
Anderson(2004)

BaysianStochastic
Frontier

사업비,자본,
책임 비

재보험수익,
투자자산,

Cummins,Rubio
MisasandZi(2004)

DEAInputDistance
Function

임직원수,자본,
부채,자산 등

발생손해액,보험료

Diacon,Starkeyand
O'Brien(2002)

DEA-CCR,
DEA-VRS

사업비,수수료,
자본,책임 비 등

수입보험료,
투자수익

Cumminsand
Zi(1998)

DeterministicCost
Frontier

임 ,자본
개인/단체보험수익,

비

CumminsandWeiss
(1993)

TranslogStochastic
Frontier

임 ,자본, 개비용 발생손해액, 비

Gardnerand
Grace(1993)

Deterministic
Cobb-DouglassFrontier

임 ,물 자본 보험료

<표 Ⅱ-2>보험산업의 효율성에 한 선행연구

이 밖의 연구는 <표 Ⅱ-2>에 정리되어 있는데, 융산업에서 범 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에 해서는 일의 인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범 의 경제 존재 여부도 생산물에 한 정의와 추정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단된다.

나. 업가치 변화

기업의 사업 역 확장에 한 주요 연구들은 그 목 과 동기를 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기업의 사업 역 확장이 기업의 이윤,성장률 등으로 측정

되는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주제로 확장되었다.그런데

기업의 업무 역 확장은 이익과 비용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업무 역 확

로 융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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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다르다.

먼 , 융회사가 사업 역을 확장할 경우 기업가치가 증 된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다각화가 기업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부채조달 능력

을 증진시키며 과소투자문제로 인한 리인 비용을 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Chandler(1977)와 Bergerand Ofek(1995)는 기업이 다각화될 경우

경 진이 문화된 사업부를 통합시켜 운 함에 따라 개별 으로 사업부를

운 할 때보다 효율성이 증 된다는 운용효율가설(efficiencyhypothesis)을 제

시하 다. 한,Lewellen(1971)은 한 기업이 여러 사업을 운 할 경우 이익변

동성이 축소되어 부채 조달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지 이자에 한 법인세

감효과(taxshieldeffect)가 증가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된다는 공동보험효과

가설(coinsuranceeffecthypothesis)을 주장하 다.

이에 반해,Jensen(1986),Stulz(1990),BergerandOfek(1995)등은 업무 역

확 에도 불구한 비효율성 지속,정보비 칭으로 인한 비용발생 등을 근거로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 다.우선,

BergerandOfek(1995)는 다각화된 기업의 경우 업무 역이 집 화된 기업에

비해 사업부문 경 진 간 정보의 비 칭이 발생할 수 있고,정보의 비 칭이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정보비 칭비용가설

(informationcosthypothesis)을 제안하 다.Lewellen(1971),Jensen(1986)은

경 자는 기업가치 극 화나 이윤극 화 보다는 투자 확 를 통해 자신의 지

배이익(benefitsofcontrol)을 극 화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

잉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과잉투자가설(overinvestmenthypothesis)을

소개하 다.즉,경 자는 다각화로 발생하는 잉여 흐름을 주주에게 귀속

시키기 보다는 지배이익 확 를 해 음(-)의 순 재가치를 가지는 투자 부문

에도 투자한다는 것이다.3)Meyer,Milgrom andRoberts(1992)는 퇴출가능성

이 높은 사업부문이 타 사업과의 상호보조로 인해 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기

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상호보조효과가설(cross-subsidizationhypothesis)

을 주장하 다.

3)Stulz(1990) 한 다각화 기업의 경우 투자기회가 빈약한 사업부문에 과잉투자

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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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원인 연구자

기업가치 증

운용효율성 가설
Chandler(1977),

BergerandOfek(1995),Stulz(1990)

공동보험효과 가설 Lewellen(1971)

생산성효율가설 Schoar(2002)

기업가치 하락

정보비 칭비용 가설 Berger,Ofek(1995)

상호보조효과가설 Meyer,Milgrom andRoberts(1992)

과잉투자가설 Jensen(1986)

<표 Ⅱ-3>사업 역 확장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

3. 겸업화 방식 및 겸업화 사

일반 으로 융회사가 타 업무를 겸업하는 방식으로는 업무제휴 방식,자

회사 방식,지주회사 방식,내부겸업 방식 등이 있다. 재 주요 국가에서는

형화 겸업화를 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며,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본 에서는 융

회사가 업무 역을 확 하는 방식의 특징 사례를 정리하 다.4)

4)겸업방식들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한 시도가 이어져왔는데,외부겸업이 내부

겸 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 인 결과이다.Rajan(1995)은

내부겸업 은행이 인수한 채권에 비하여 외부겸업 자회사(투자은행)가 인수한 채

권의 시장가격이 더 높다는 을 통해 내부겸 과 자회사방식의 성과는 서로 상

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Manju(1996)는 내부겸 방식 은행이 인수한 증권 수익

률과 자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내부겸 )은행이 인

수한 증권의 시장가격은 자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한편,외부겸업 자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시장가격은 업 투자은행이 인

수한 증권의 시장가격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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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겸업화 방식

1) 략 제휴

략 제휴방식은 독립된 회사의 경쟁우 요소를 바탕으로 력 계를

구축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략이다.주식의 상호교환

이나 상호출자와 같은 명시 인 제휴는 상호 경 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정 이고 장기 인 력 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합

병이나 매수의 실 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 이 있다.그러나 자회사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 힘들며 성과 배분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2)자회사 방식

자회사 방식은 융회사가 다른 업권의 융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합병하여 특정 융업무를 취 함으로써 겸업화를 실 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방식에서는 다른 업권의 융업무를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함에 따라 차단벽

(firewall)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하나 높은 차단벽으로 인해 종합

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 융그룹이 자

회사 방식으로 여러 업종에 진출할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자본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 이 있다.

3) 융지주회사 방식

융지주회사 방식은 재 다수 해외 형종합보험 그룹이 취하고 있는

겸업화 방식이다.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가 주식 소유를 통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소유와 경 지배권을 행사하고 자회사는 독립 인 업

을 수행하는 체제이다.본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자회사간 복된 사업

역 재조정,신규사업 진출,한계사업 정리 등이 용이한 장 이 있다.그리고

부분 국가의 감독당국은 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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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제한하는 등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

로 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소유의 다단계화를 통한 기업 확장

이 가능하여 소액자본으로도 다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과 융지주회

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소유함에 따라서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이

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과거 융권별 업주의를 고수하 으나 해외 융회

사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 다.

4)직 겸 방식

직 겸 방식은 한 융회사가 다른 업권의 융업무를 본체에서 직 운

하는 방식이다.직 겸 방식은 앞서 제시된 겸 방식에 비해 자원을 공

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결합이 가능하나 실

으로는 많이 채택되지 않는 방식이다. 를 들어, 국에서는 은행이 직

증권업무를 취 할 수 있지만 다수의 경우 독립된 자회사를 통해 동 업무

를 하고 있다.직 겸 방식은 다른 업권의 융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

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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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 겸업 방식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정의
동일 융회사가 은행,
비은행 업무 동시

모회사․자회사 계
지주회사가 다양한

기능의 융자회사 소유

사업
시
지

장

동일 회사 내 업무종합으
로범 의경제실 용이
인가 업무이 등
련한 규제․업무조정
비용 최소화

fullfinancialservice제공
가능
모회사의 강력한 리더
십으로 인한 service간
조 용이
규모 범 의 확장이
상 으로 수월

fullfinancialservice제공
가능
지주회사 조정아래 업
무간 조 용이
그룹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시 지
창출 효율 자원배
분 가능

단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하여 full financial
service제약 발생 가능
서비스별 분업체계 미
비로 부문별 문성 확
보가 어려워 규모의 경
제가 곤란 가능

라이센스 획득을 한
비용 소요
모회사와 자회사간 략
방향 상충시 모회사의
의사결정이 우선하여 이
해상충 가능성이 높음

라이센스 획득을 한
비용 소요
지주회사 본부조직의
문인력 확보 필요

경
체제

장

서비스 기능 내용의
변화에 한 조직내 탄
력 응 용이

사 인 강력한 리더
십 체제 구축 용이

자회사의 독립 투명경
보장

비은행 업무에 필수 인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
인력 리체제 구축 용이

단

비은행 업무에 필수 인
유연한 조직구조와 경쟁
인력 리 체제 구축이
매우 곤란
문인력 입의 어려움

자회사의 체계 독립
경 이 어려움
모자회사간 문성,차
별성이 부각되기 어렵
고 복서비스 발생
비은행 업무에 합한
유연한 조직구조 구축
이 어려움

선진경 기법 도입과 그
룹 략 차원에서 모자
회사간 이해 계를 조정
할 문인력 확보 필요

<표 Ⅱ-4>겸업화 방식

자료 :이건범․김우진(2005)

나. 겸업화 사

1)JPMorganChase

JPMorganChase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종합 융

회사로서 2000년 ChaseManhattanCorporation이 JPMorgan을 인수함으로



종합 융서비스 련 선행연구 29

써 탄생되었다.

JPMorganChase의 경우 합병 이후 Citigroup에 비해 상 으로 큰 수익

을 창출하지 못하 다.이는 GoldmanSachs나 MorganStanley와는 달리 수

익성이 높은 M&A자문 업,IPO심사 분야 등에서 강 을 보유하지 못하

기 때문이었다. 한 소매 융 분야에서도 Citigroup이나 규모 상업은행에

비해 효율 이지 못하 다.JPMorganChase는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2004년 소매 융과 신용카드사업 부문에 강 을 보유한 BankOne을 520억

달러에 인수하 다.JPMorganChase는 BankOne인수를 통해 소매 융과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확충하고 종합 융그룹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다.

BankOne의 인수 당시 자회사인 ZurichLifeInsurance도 함께 인수하 으

나 2006년 이를 다시 매각하 다.이는 보험 부문이 은행의 핵심 사업 역

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수익성도 조하 기 때문이었다.이와 동일한 이유로

2005년에는 비핵심 사업부문인 온라인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BrownCo.도

매각하 다. 재 JPMorganChase는 JPMorgan의 투자은행,Chase의 상업

은행,그리고 BankOne의 소매 신용카드 업무를 심으로 이를 결합시키

고 있다.

<그림 Ⅱ-1>JPMorganChase&CO 연

자료 :민유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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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랜드 주력 자회사

투자은행 JPMorgan JPMorganSecurities

소매 융서비스 Chase

카드서비스 Chase ChaseUSA

상업은행 Chase JPMorganChaseBank

자산 리 JPMorgan

증권 JPMorgan JPMorganSecurities

<표 Ⅱ-5>JPMorgan의 사업 역

2)Citigroup

Citigroup은 1998년 Citicorp와 TravelersGroup의 합병으로 생긴 융그룹

(financialconglomerate)으로 상업은행과 보험회사가 합병한 미국 최 의 사

례에 해당한다.합병 당시 Glass-Steagall법에 따라 상업은행이 동일 조직 내

에서 은행업무와 언더라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으나 이후 개

정된 GLB법에 따라 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상업은행,언더라이 보

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Citicorp와 Travelers의 합병이

융그룹화를 허용한 GLB법의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5)

<그림 Ⅱ-2>Citigroup의 연

자료 :민유성(2010)

5)Geisst(2005)



종합 융서비스 련 선행연구 31

합병 당시 Citigroup의 사업 략은 상업은행,소비자 융,신용카드,투자은

행,증권,자산 리,생명보험 손해보험 업무에 주력하는 것이었다.그리고

핵심사업 역은 GlobalPrivateFinance,GlobalCorporateFinanceand

InvestmentBanking,AssetManagement등이었으며,동일 소비자에 한 은

행,증권,보험상품의 교차 매로 수익을 증 시키는 것이었다.그러나 당

기 와는 달리 그룹간 이해상충문제와 은행과 보험 부문의 시 지 창출효과

가 미흡하자 2005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핵심사업 부문(Travelers)이 매각

되었으며 자산 리사업부문 한 매각되었다.

재 Citigroup은 Citicorp와 CitiHoldings로 구성되어 있다.Citicorp는 기

고객본부로 거래서비스,은행,증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Citi

Holdings는 개 자산 리,지역소비자 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PrudentialPlc

Prudential은 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퇴를 ․후한 시장에 을 맞추고

있는 소매 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과 더불어 소매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동 그룹은 일부 자회사를 통해서 세계에 진출하 다.Prudential은

PrudentialMutualAssuranceInvestmentandLoanAssurance라는 이름으로

1848년 설립되었다.설립 기에는 산층을 상으로 출과 생명보험 사업

에 주력하 으나,1854년 기업보험을 매하기 시작하 고,1856년 이후 유아

보험이라는 신상품 출시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 다.Vanbrugh Life와

M&GReinsurance를 인수한 이후 1978년에는 PrudentialCorporationPlc라는

지주회사로 그룹구조를 재편하 다.JacksonNationalLifeInsurance인수를

계기로 미국시장에 진출하 다.그리고 1994년에는 PrudentialCorporation

Asia를 설립하고 아시아시장으로 사업 역을 확장하 다.

이와 같은 지리 다각화와 더불어 1997년에는 ScottishAmicableLife를 인

수하여 융자문서비스로 사업 역을 확 하 다.Prudential은 1996년 자회

사인 PrudentialBank를 설립하 는데,동 은행은 지 설립 없이 모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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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매와 화,우편을 등을 통해 상품을 매하는 략을 취하 다.그러

나 PrudentialBank의 성과가 조하자 1998년 인터넷에 기반을 둔 융서비

스회사인 Egg를 설립하 다.Egg의 경우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시 랜드,

고객,상품 등을 히 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형을 제시하 다는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Prudential그룹은 재 보험과 자산 리 등 두 가지 사업부문에 이

맞추어져 운 되고 있으나,그룹은 PrudentialCorporation Asia,Jackson

NationalLifeInsuranceCompany,PrudentialUK,M&G등 4가지 사업단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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