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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연구의 목적 :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필요성

① 외형경쟁ᆞ저성장에 따른 시장포화 è 신시장 개척

② 시장개방 ᆞ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 è 경쟁력 강화 및 고수익사업 발굴

국내위주국내위주 영업의영업의 한계한계 극복극복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해외진출 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해외진출은 금융위기와 무관하게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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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개방 ᆞ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 è 경쟁력 강화 및 고수익사업 발굴

③ 높은 대외의존도에 따른 유동성 위험 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④ 수익기반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국가위험 è 위험분산

⑤ 은행의 수익추구에 대한 비판적 여론 è 수익 극대화 한계

⑥ 강력한 금융노조è 인사관리 및 성과보상체계 선진화 한계



I-2. 연구의 목적 : 해외진출 관련 연구의 필요성

§ 국제화 및 커플링 현상

à 안정적 외화조달 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필요

§ 경쟁심화 및 시장개방

à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해외진출해외진출 과제과제

§ 국내관련 영업 위주

à 현지화 및 네트워크

구축 미흡

§ 금융교육 부족 및

순환근무

현현 실실

§ 기존 해외진출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문제점 파악

목목 적적목목 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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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위한 국제 경쟁력

필요 (외은지점 08실적)

§ 시장포화 및 성장한계

à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필요

§ 수익기반의 지역적 편중

à 위험분산 필요

순환근무

à 전문인력 부족

§ 지역연구 및 맞춤전략

부족

à 쏠림현상에 따른

해외시장 포화

§ 아시아·신흥시장 집중

à 위험증폭 소지

§ 해외진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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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선행연구: JEL Classification

Industrial OrganizationIndustrial Organization
- Firm performance : Size, 

Diversification and scope 
(L 25) 

International EconomicsInternational Economics Financial EconomicsFinanci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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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national Firms ; 
International Business (F 23)

- International Investment (F 21) 

- Bank : Other Depository 
Institutions (G 21)

- Insurance companies (G 22) 

Business EconomicsBusiness Economics
-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M 16) 



II. 선행연구: 해외진출 결정요인

①① 경쟁우위경쟁우위 가설가설 (Competitive Advantage Hypothesis)(Competitive Advantage Hypothesis)①① 경쟁우위경쟁우위 가설가설 (Competitive Advantage Hypothesis)(Competitive Advantage Hypothesis)

§ 혁신적 상품, 선진적 금융기술, 우수한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진출 [Dunning (1979), Gray and 
Gray (1981)], 기존고객의 해외진출에 동반진출 [Brimmer and Dahl (1975), Nigh, Cho and Krisham (1986)],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이 유사한 지역으로 진출[Swoboda(1990)]

②② 효율성효율성 가설가설 (Efficiency Hypothesis)(Efficiency Hypothesis)②② 효율성효율성 가설가설 (Efficiency Hypothesis)(Efficiency Hypothesis)

규모의 경제를 활용 [Terrell (1997)], 해외진출 경험을 활용한 반복 [Ursacki and Vertinsky (1992)]

Qualification

- 6 -

규모의 경제를 활용 [Terrell (1997)], 해외진출 경험을 활용한 반복 [Ursacki and Vertinsky (1992)]

③③ 리스크리스크 분산분산 가설가설 (Risk Diversification Hypothesis)(Risk Diversification Hypothesis)③③ 리스크리스크 분산분산 가설가설 (Risk Diversification Hypothesis)(Risk Diversification Hypothesis)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 대비 수익률 제고 [Aggarwal and Durnford (1989), Berger and de Young(2001)] 

④④ 게임이론게임이론 가설가설 (First Mover Hypothesis)(First Mover Hypothesis)④④ 게임이론게임이론 가설가설 (First Mover Hypothesis)(First Mover Hypothesis)

과점시장 경쟁자 모방 [Knickerbocker (1973)] 

⑤⑤ 상대소득상대소득 가설가설 (Relative Wealth Hypothesis) (Relative Wealth Hypothesis) ⑤⑤ 상대소득상대소득 가설가설 (Relative Wealth Hypothesis) (Relative Wealth Hypothesis) 

우호적인 환율 [Froot and Stein (1991)], 저금리 등에 따른
자금조달 상의 우위를 활용 [Klein, Peek, Rosengren (2000)] 

Tim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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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추이

§ 외환위기 이후 부실점포 통폐합을 통해 해외 사업부문을 대거 정리했던 국내
금융회사는 2005~2007년부터 해외진출을 활성화

- 일반은행 해외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보험사 해외점포수 추이-

(단위 : 개)

88
8176798084

8079

93
102

127

190168

149

134

131

122

119109

8

41383738

88
565

2422
2019

16

손보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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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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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해외점포수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단위 : 개)
- 자산운용사 해외점포수 추이-

(단위 : 개)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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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7

66,271

16,192

HS BC

공상은행

KB

III-2.(1).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규모

§ 국내 금융회사는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및 아시아 1위와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특히
자산운용사의 격차가 현격

- 은행 Tier 1 Capital- - 증권사 Equity-
(단위 : 백만$)

(4.1배)

(6.5배) 50,065

20,783

7,658

GoldmanSachs

노무라

삼성증권

(6.5배)

(2.7배)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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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62

57,859

7,383

AXA

Nippon Life

삼성생명

1,622,714

187,640

1,951

BGI

노무라

미래에셋

- 생보사 Revenues- - 자산운용사 AUM-

주: 2007년말 기준 자료 : The Banker

(단위 : 백만$)

(96.2배)

(831.7배)

주: FY 2007 기준 자료 : Global Investor

주: 2007년말 기준 자료 : Bankscope, 금감원

(22배)

(단위 : 백만$)

주: 2007년말 기준 자료 : Fortune

(7.8배)



III-2.(2).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수익성

§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자산포트폴리오와 사업모델의
단순성으로 인해 수익구조는 취약

- 국내외 증권회사 수익 구조 -

3% 2%

56%30%

9%

삼성증권

9%
7%

15%

12% 45%

12%
4%11%

13%

14%
12%

19%

27%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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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 국내외 은행 수익 구조 -

11.4
7.2

81.4

25.1

31.8

43.1

17

31.1

51.9

KB HSBC BOA 

위탁매매 자기매매 자산관리 IB 기타 순이자수익 PI

이자순수익 수수료순수익 기타
주: 증권회사는 2006년 기준, 은행은 2007년 기준

자료 : 각 사업보고서



III-2.(3).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경영능력 및 국제적 경험

§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 관치금융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인이 드물고, 소극적 해외진출 등으로 인해 국제적 경험도 부족

- 전문경영인 Availability (비금융회사 포함)- - 경영진의 국제적 경험 (비금융회사 포함)-

6.79

6.83

6.89

6.95

싱가포르

미국

칠레

오스트리아

Ranking

1

2

3

4
6.95

7.08

7.52

7.54

7.94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Ranking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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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6.38

6.39

6.46

6.47

6.61

6.63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웨덴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5

6

7

8

9

10

46 4.32

5.13

6.32

6.37

6.39

6.55

6.63

6.95

한국

미국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칠레

네덜란드5

6

7

8

9

10

48

32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III-2.(5).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해외 네트워크

§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해외 네트워크이며, 
이것이 정보력, 협상력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

§ 즉, 해외부문이 취약하여 해외진출이 미흡하고 그로 인해 해외부문이 취약한 악순환

- 해외진출 국가 수 -
(단위 : 개)

86 § 최근 산업은행의 리먼인수
시도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네트워크의 부족은 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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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8년말기준

자료 : 각 사업보고서

11

30

산업은행 Nomura HSBC

네트워크의 부족은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연결

§ 정보부족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가격협상에서 실패



III-3.(1).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아시아권 집중

§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가 아시아를 해외진출의 주된 공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아시아권에 집중된 상태이며,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

- 아시아 비중 -

(단위 : %)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아시아 비중-

(단위 : %)

75

64.2

64.2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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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8.6월말 점포수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58.7
64.2

증권 보험 은행

55.5

1999 2006 2008.Q2



§ 성장잠재력, 경쟁여력, 문화적 동질성 등은 장점이나, 특정국가로의 집중은 과당경쟁
소지(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회사 31개)가 있는데다 우리나라와 리스크 구조가
유사하여 위험분산 효과가 미미

III-3.(2).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특정국가 집중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

국가명 합계 국가명 합계 국가명 합계

네덜란드 1 브라질 4 중국 57

뉴질랜드 1 싱가포르 13 칠레 1

독일 5 아랍에미레이트연합 4 카자흐스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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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8년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독일 5 아랍에미레이트연합 4 카자흐스탄 6

러시아 5 아일랜드 1 캄보디아 2

말레이지아 1 영국 23 캐나다 1

멕시코 2 오스트레일리아 1 태국 1

미국 46 우즈베키스탄 3 파나마 1

바레인 2 우크라이나 2 프랑스 2

방글라데시 1 인도 8 필리핀 2

베트남 34 인도네시아 8 헝가리 2

북한 2 일본 25 홍콩 29

합계 100 합계 92 합계 104



III-3.(3).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영위업무 단순

§ 국내 금융회사는 최근까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동종업종으로의 진출만 가능했으며,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자산운용도 편중된 경향

§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3~5개의 업종으로 국내에 진출하여 시너지를 창출

- 자산운용 비중-
(단위 : %)

- 해외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국내 인가업종 수 -

국내은행

해외점포

해외은행

국내점포
회사명 인가업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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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6년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2008년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대출 64.1 28.0

유가증권 17.9 42.2

파생상품 0.3 14.9

Citigroup 5

Macquarie, Credit 
Suisse 4

Deutsche Bank , 

Mitsui Sumitomo, Barclays, 
BNP Paribas, 

3



III-3.(4).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국내업무의 연장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은 대부분 국내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 기존 국내고객 수요에
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는 실패했으며, 해외수익과 국내수익의 높은 상관관계가 이를 입증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거래처별 여신 현황-

(단위 : 억달러, %)

외국인
및 외국
기업,

기타, (5)

- ROA추이-

(단위 : %)

1.10

1.1
1.3

0.7
0.64

1.08

1.3
1.5

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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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6년말 기준

자료 : 각 사업보고서

교포 및
교포상사
(16.7)

(11.4)

국내
거주자,
(20.4)

현지국내
기업,
(46.5)

자료 : 금융감독원

0.47

0.9
0.20.6

-0.6
-0.8

0.64

0.1
0.4

-0.1

-2.9

9
9
'

0
0
'

0
1
'

0
2
'

0
3
'

0
4
'

0
5
'

0
6
'

0
7
'

0
8
'

국내은행 국내은행 해외점포



III-3.(5).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연구개발 투자미진

§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금융회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미진하기 때문에
지역연구를 통해 각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

- 국내외 금융회사 소유 연구소 현황-

하나경제연구소 산은경제연구소 Nomura Research Institute Mizuho Research Institute

조직
규모

60명
(연구부서:43명)

46명
약 5,000명

(컨설팅/리서치:500여명
시스템: 4,500명)

약 270여명
(은행에서 파견된 직원

100여명으로 3~5년간 근무 후
복귀)

그룹의 중장기적비전과 국내외경제분석 및 전망 컨설팅분야 : 기업컨설팅(연간
은행 및 지주회사의 통합 리서치
기능(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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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7년말기준

자료 : 각사업보고서

주요
사업

그룹의 중장기적비전과
발전전략수립
핵심인재 양성과
지식경영 지원체계 구축

국내외경제분석 및 전망
약 3,6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설비투자계획 및 재무분석 조사
동북아 지역경제연구

컨설팅분야 : 기업컨설팅(연간
1천여건),지식서비스

시스템(SI) 분야 : 시스템 솔루션
개발/보수/운영

기능(조사본부)
기업고객 교육사업, 경영컨설팅, 
노무/세무/법률상담서비스, 
정부과제수행(사업본부)

특징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강화

그룹차원의 핵심인재
양성등 교육연수사업과
해외진출 지원 및
관계사 CRM 
지원사업등 수행

산업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도하는 Think Tank

국내외 경제,산업, 금융시장, 
동북아지역 등에 대한 조사연구, 
동향분석, 통계, 간행물 자료 제공

일본과 아시아지역의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세계적인
thought leadership으로
포지셔닝

최근 기업들에게 변화의 Key 
word로 부유층마케팅, 
기업통화(마일리지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

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연구소 설치

조사본부를 제외한 각 사업본부
부서들을 독립 채산제로 운영

매출의 대부분은
기업고객회원(2,900여개) 대상
지식서비스 사업과
교육연수사업에서 발생

매출액 86억원 외부 영업 全無 3,400억엔(약 2.8조원) 830억엔(약 6,920억원)



III-3.(6).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특징: 인력의 전문성 부족

§ 국내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순환근무제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영어소통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

§ 최근 지역전문가 제도가 도입되긴 했으나, 진출지역 전문가는 아직 부족한 상황

19.5

34.1

11.9

34.8

- 현직무 3년이상 근무-
(단위 : %)

- 대학원졸 이상 중 MBA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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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국내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주 : 영어소통자는 토플 875점 이상 득점자, 자격증 소지자는 FRM, AICPA, CPA, CFA 등의 소지자,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점포
및 법인 비교

자료 :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한국금융연구원

13.5

37

국내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 영어소통자-
(단위 : %)

1.19

2.8

국내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 자격증소지자 -

(단위 : %)



보조인력

-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구성 -

905,552명 180,000명 107,859명 733,000명

37.0% 30.8%

<참고> 낮은 전문인력 비중

§ 우리나라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관련 인력 중에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

- 19 -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전문가

관리자

71.2%

16.4%

12.4%

43.8%

19.2%

51.3%

17.8%

86.7%

8.9%
4.4%

주 :  1) 영국은 1998년, 홍콩은 2001년, 싱가포르는 2002년, 한국은 2003년 기준
2) Managers 및 Administrators 포함
3) Professionals, Associate Professionals 및 Skilled Traders 등 포함
4) 일반사무, 창구영업, 보안 및 일반관리 인력 등

자료: John(2001), Government of Hong Kong SAR(2003), Ministry of Singapore(2001), 한국은행(2003) 



I. 연구의목적

II. 선행연구

III. 해외진출현황및특징

--목목 차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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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진출현황및특징

IV.해외진출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

V. 해외진출전략및정책적시사점



IV-1. 실증분석 모형

개별 금융회사의 각 국가에 대한 진출확률 분석 (Logistic Distribution 가정)

P(Yih=K) = f(Xi, Zh, Kh) + εih,    K=0, 1, 2

Yih = 2 : 금융회사 i가 h 국가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 1 : 금융회사 i가 h 국가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0 : 금융회사 i가 h 국가에 진출하지 않은 경우

- 21 -

= 0 : 금융회사 i가 h 국가에 진출하지 않은 경우

Xi : 금융회사 i에 관한 변수 벡터

Zh : 우리나라와 국가 h 간의 관계에 관한 변수 벡터

K h : 진출대상국 h에 관한 변수 벡터

Logit: 진출여부에 대한 분석

Ordered Logit: 현지법인의 설치가 지점 설치의 연장선상으로 가정하고 분석

Multinomial Logit: 현지법인 설치와 지점 설치를 독립적 사건으로 가정하고 분석



IV-2. 표본추출 및 특징

국내 금융회사(86): 은행(7) + 증권사(34) + 보험사(21) + 자산운용사(24)

•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제외 (해외진출 요인, 케이스, 자격이 없는 경우)

• 소유구조, 경영정보 등이 공시되지 않는 금융회사 제외

§ 총 표본 수(3784) = 총 금융회사 수(86) х 총 대상국가 수(44)

- 22 -

진출대상국(44): 아시아·오세아니아(14) + 유럽(16) + 아메리카(9) +  중동·아프리카(5)

아시아·오세아니아(14) 유럽(16) 아메리카(9) 중동·아프리카(5)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요르단, 이스라엘,

캐냐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IV-2.(1). 표본추출 및 특징: 금융회사

§ 소유 및 지배구조는 해당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유인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소지

§ 시장점유율은 효율성가설(규모의 경제) 및 게임이론가설(과점시장)과 연관된 지표

- 샘플 금융회사 정보의 평균값 -

(단위: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전체 업종

정부·공공기금 지분 33.0 3.9 9.2 8.2 9.3

외국인 지분 47.4 17.6 20.2 14.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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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2) 삼성, 현대, 두산, SK, 금호, 롯데, 동부, 동양, 유진, 한화, 태광, 일진, 아주, 포스코, KT 등의 관련회사

3) 은행은 자산, 증권사는 자기자본, 생보사는 수입보험료, 손보사는 원수보험료, 자산운용사는 설정잔액 기준

자료: 상장사협의회, 금융감독원

외국인 지분 47.4 17.6 20.2 14.9 19.0

지주회사 여부1) 57.1 68.8 19.0 15.4 20.9

산업자본 여부 0.0 31.3 42.9 7.7 25.6

시장점유율 11.4 3.1 7.7 2.8 4.6

총자산이익률 1.2 2.2 5.2 10.7 5.4



IV-2.(2). 표본추출 및 특징: 우리나라와 진출대상국의 관계

§ 무역비중은 우리나라와 해당 진출대상국의 경제적 관계를 함의

- 우리나라와 샘플 진출대상국의 관계 평균값 -

쌍방 무역규모
한국 무역규모

X 100,   무역규모 = 수입품 가치총계 + 수출품 가치총계

§ 아시아 변수는 우리나라와 해당 진출대상국의 문화적 관계를 함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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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전체지역

무역 비중 3.6 0.7 1.8 0.2 1.8

아시아 비중 N/A N/A N/A N/A 27.3

(단위: %) 



IV-2.(3). 표본추출 및 특징: 진출대상국

§ 1인당 GDP는 진출대상국의 금융상품 소비여력, 겸업화 지수는 금융 직접규제 강도, 교육수준

지수는 현지인력 활용 용이도, 금융허브 변수는 금융시장 규모 및 발전도를 함의

: 금융규제 지수 (은행의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산업 등에 대한 겸업의 가능여부를 각각

4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균값 도출, World Bank <Banking Regulation Survey, 2007>)

교육수준 지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학업연도, World Bank <Schooling Year Survey, 2007>)

금융허브 지수 (금융허브 1~10등 국가를 1등 10점 10등 1점으로 환산,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2008)

- 진출대상국의 특징변수 평균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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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전체지역

1인당 GDP 5,577 38,368 8,580 2,711 1,1314

금융규제 지수 2.73 2.08 2.75 2.85 2.51

교육수준 지수 7.24 8.77 7.64 5.86 7.72

금융허브 지수 1.29 1.13 1.00 0.00 1.02

- 진출대상국의 특징변수 평균값 -
(단위: 달러, 년, 점) 



IV-3.(1). 실증분석 결과: 전체업종 (logit, ologit)

Ordered Logit Logit

금융회사

특성

정부·공공기금 지분 0.00 0.00

외국인 지분 0.01 0.01*

산업자본 여부 -0.17 -0.14

지주회사 여부 -0.63* -1.06***

시장점유율 0.15*** 0.17***

총자산이익률 0.06** 0.07**

우리나라와의 무역 비중 0.24*** 0.31***

1) 외국인지분율: 해외에서 영업할

정도의 회사에 외국인들이 투자

2) 지주회사 여부: 진출여력이나

경쟁력 부족

3) 시장점유율,총자산이익률: 
해외진출에 경쟁력과 효율성

- 시 사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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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아시아 여부 1.13*** 1.37***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0.21 0.10

금융규제 지수 -0.65*** -0.74***

교육수준 지수 -0.07 -0.15

금융허브 지수 0.39*** 0.45***

금융산업

통제변수

증권사 여부 -1.69*** -2.86***

보험사 여부 -2.91*** -3.99***

자산운용사 여부 -4.73*** -5.96***

Number of Observation 3784 3784

Pseudo R2 0.4634 0.5726

해외진출에 경쟁력과 효율성

작용

4) 무역비중,아시아비중: Follow the 
customer, 아시아선호

5) 금융규제,금융허브: 금융규제가

적은 국가로 진출

6) 산업변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순으로 해외진출에

적극적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IV-3.(2). 실증분석 결과: 전체업종 (mlogit)

Multinomial Logit
Ordered Logit Logit

지점 현지법인

금융회사

특성

정부·공공기금 지분 -0.00 0.01 0.00 0.00

외국인 지분 0.01 0.01 0.01 0.01*

산업자본 여부 -0.16 -0.16 -0.17 -0.14

지주회사 여부 -1.74*** -0.65 -0.63* -1.06***

시장점유율 0.14*** 0.21*** 0.15*** 0.17***

총자산이익률 0.02 0.08** 0.06** 0.07**

우리나라와의 관계
무역 비중 0.44*** 0.22*** 0.2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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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아시아 여부 1.73*** 1.07*** 1.13*** 1.37***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1.43* -0.98 -0.21 0.10

금융규제 지수 -1.07*** -0.49* -0.65*** -0.74***

교육수준 지수 -0.24 -0.05 -0.07 -0.15

금융허브 지수 0.36*** 0.55*** 0.39*** 0.45***

금융산업

통제변수

증권사 여부 -4.46*** -1.59*** -1.69*** -2.86***

보험사 여부 -4.53*** -3.88*** -2.91*** -3.99***

자산운용사 여부 -38.89 -4.56*** -4.73*** -5.96***

Number of Observation 3784 3784 3784

Pseudo R2 0.5403 0.4634 0.5726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IV-3.(3). 실증분석 결과: 은행 (logit, ologit)

Ordered Logit 변현수(2007) 정태영-이광철(1996)

종속변수 개별은행이 개별국가 진
출여부 및 정도

개별은행의 개별국가 점
포수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수

추정방식 Ologit Negative binomial Error components

은행

특성

정부·공공기금

지분
-0.00 N/A N/A

외국인 지분 0.00 N/A N/A

지주회사 여부 0.01 N/A N/A

시장점유율 -0.04 -0.04(로그총자산) N/A

- 28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시장점유율 -0.04 -0.04(로그총자산) N/A

총자산이익률 1.08 -0.04 N/A

우리나라와의 관계
무역 비중 0.27*** 0.08*** 0.0000007***

아시아 여부 1.22*** N/A -0.0000017(교민수)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0.27 0.16*** N/A

금융규제 지수 -0.97*** N/A N/A

교육수준 지수 -0.12 N/A N/A

금융허브지수 0.31*** 0.09**(시가총액/GDP) N/A

진입장벽(CR3) -0.01 -0.45*** N/A

Number of Observation 308 362 80

Pseudo R2 0.3824 0.072 0.65



IV-3.(4). 실증분석 결과: 은행 (mlogit)

국내은행 분석
OECD은행 분석 (Focarelli & Pozzolo, 

2005, Journal of Business)

지점 현지법인 지점 현지법인

은행

특성

정부·공공기금

지분
-0.02 -0.00 N/A N/A

외국인 지분 -0.01 0.01 N/A N/A

지주회사 여부 -0.77 0.13 N/A N/A

시장점유율(총자산) -0.09 -0.12 1.39***(로그총자산) 1.82***(로그총자산)

총자산이익률

(비이자이익 비중)
2.04 2.16

0.02***
(비이자이익 비중)

0.02***
(비이자이익 비중)

- 29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비이자이익 비중)
2.04 2.16

(비이자이익 비중) (비이자이익 비중)

우리나라와의
관계

무역 비중 1.17*** 1.05*** 5.48*** 4.93***

아시아 여부 1.27 0.00 0.68***(EU 여부) 1.46***(EU 여부)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0.22 -0.86 -0.49* -2.07***

금융규제 지수 -1.51** -0.69 -0.04 -0.85***

교육수준 지수 -0.32 -0.12 0.08 0.29***

금융허브지수 0.36*** 0.34*** 1.85*** 0.26

진입장벽(CR3) -0.00 0.01 N/A N/A

Number of Observation 308 5,911

Pseudo R2 0.5044 0.36



IV-3.(5). 실증분석 결과: 증권사 (logit, ologit)

1) 업권별 분석 중에서 증권사

분석의 설명력(R2)이 가장 높음.

2) 산업자본: 관련사 및 모회사의

- 시 사 점 -

Ordered Logit Logit

증권사

특성

외국인 지분 -0.01 -0.02

산업자본 여부 2.53*** 2.77***

지주회사 여부 2.51** 2.48**

시장점유율 0.76*** 0.69***

총자산이익률 0.64*** 0.66**

우리나라와 무역 비중 0.53*** 0.54***

- 30 -

2) 산업자본: 관련사 및 모회사의

해외 영업망 활용 및 지원

3) 지주회사: 증권업에서는

지주회사가 해외진출 적극적

4) 시장점유율-ROA: 경쟁력 우수한

회사가 해외진출도 적극적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우리나라와
의 관계

무역 비중 0.53*** 0.54***

아시아 여부 1.69** 1.63**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1.65 -1.40

금융규제 지수 -2.87*** -2.71***

교육수준 지수 0.37 0.29

금융허브 지수 0.62*** 0.54***

Number of Observation 1408 1408

Pseudo R2 0.6830 0.7377



IV-3.(6). 실증분석 결과: 보험사

1) 산업자본이 해외진출에 소극적: 
소매 네트워크 중요성 및

outsourcing policy

- 시 사 점 -

Ordered Logit Logit

보험사

특성

산업자본 여부 -1.22* -1.53**

시장점유율 0.16*** 0.18***

총자산이익률 -0.20 -0.24

우리나라와
의 관계

무역 비중 0.23*** 0.26***

아시아 여부 1.32** 1.29**

1인당 GDP -0.81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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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 policy

2) 겸업화 지수와 무관: 기업고객 및

방카슈랑스

3) 보험침투율이 높을수록 진출확률

상승: 허브 위주의 진출 + 
기업고객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0.81 -0.54

금융규제 지수 0.97 0.94

교육수준 지수 -0.15 -0.15

금융허브 지수 0.55*** 0.52***

보험침투율(수입보
험료 / GDP) 0.17* 0.16

Number of Observation 924 924

Pseudo R2 0.4821 0.5571



IV-3.(7). 실증분석 결과: 자산운용사

1) 자산운용사의 경우 ologit과
logit의 결과가 거의 동일: 
현지법인 수가 5개에 불과

- 시 사 점 -

Ordered Logit Logit

자산운용사

특성

외국인 지분 -0.07 -0.07

시장점유율 0.39** 0.39**

총자산이익률 0.14 0.14

우리나라와
의 관계

무역 비중 -0.13 -0.13

아시아 여부 3.69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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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수가 5개에 불과

2) 자산운용사의 경우 시장점유율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음: 판매가 아닌

운용만을 위한 진출 (window 
dressing)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아시아 여부 3.69 3.69

진출대상국

특성

1인당 GDP -3.39 -3.39

금융규제 지수 0.68 0.68

교육수준 지수 -0.45 -0.45

금융허브 지수 1.47 1.47

Number of Observation 1144 1144

Pseudo R2 0.6752 0.6752



I. 연구의목적

II. 선행연구

III. 해외진출현황및특징

--목목 차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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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해외진출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

V. 해외진출전략및정책적시사점



V-1.(1). 목표시장 선정: 지역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 국내 금융회사는 지역연구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대상국을 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와 네트워크 상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력도 중요

- 아시아 지역변수에 대한 가설검정 -
아시아 및 특정시장 쏠림현상

à 차별화된 전략이 없을 경우

해당시장 과당경쟁 우려
Ologit Logit

금융회사 전체
1.13***
(4.21)

1.37***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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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은행
1.22***
(2.66)

0.49
(0.61)

증권사
1.69**
(2.27)

1.63**
(2.11)

보험사
1.32**
(2.08)

1.29**
(2.00)

자산운용사
3.69

(1.60)
3.69

(1.60)

① 금융회사: 지역연구 활성화

② 한국은행: 지역연구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 조력

③ 정부: 지역연구에 필요한 외교적

조력



V-1.(2). 목표시장 선정: 전략적 업무선택 (특화 및 전문화)

§ 사실 국내 금융회사가 아시아의 특정국가 위주로 진출하는 데에는 경제발전 가능성, 
문화적 동질성, 선진 금융회사의 진출상황 등도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해당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특화 및 전문화를 통해 차별적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

INGINGINGING MacquarieMacquarieMacquarieMacquarie

w 세계 최대의 보험그룹인
네덜란드의 ING는
소매영업망 확충을 위해
은행업무를 육성

w 호주 5위 은행인
Macquarie는 수수료수입
창출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공항, 도로 등

Credit SuisseCredit SuisseCredit SuisseCredit Suisse

w 스위스의 은행그룹으로서
AUM 기준 세계 4위의
자산관리회사(PB)인 Credit 
Suisse는 사업다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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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를 육성

w 독일에서 1999년
BHF은행, 2002년
DiBa은행 등을 인수한
ING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w ING Bank는 2008년
tier 1 capital 기준
세계 17위까지 성장

위해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 업무를 육성

w Macquarie는 세계
25개국에 110개의
사회간접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펀드로서는
세계 최대

w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극동빌딩 등이 동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대표적 자산

Suisse는 사업다각화 및
PB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투자은행 업무를 육성

w 미국에서 1988년 First 
Bost, 2000년 DLJ 등
투자은행 인수

w Credit Suisse는
주식모집매출과
M&A재무자문(7위) 등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



V-2.(1). 시장진입: 해외진출에 대한 Qualification

§ 국내에서도 규모나 수익성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한 금융회사는 해외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도 낮으므로, 해외진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

§ 특히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격심사가 중요

- 해외진출 경쟁력에 대한 가설검정 -

규모와 수익성 등의 경쟁력

지표와 무관한 진출행태

Logit

시장점유율 총자산이익률

0.17***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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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à Over-investment 금융회사 전체
0.17***
(8.03)

0.07**
(2.37)

은행
-0.10

(-0.68)
2.05

(1.36)

증권사
0.69***
(5.22)

0.66**
(2.48)

보험사
0.18***
(5.45)

-0.24
(-1.63)

자산운용사
0.39**
(2.26)

0.14
(1.42)

① 금융회사: 경쟁력에 대한 자성

② 감독당국: 적격성 심사 강화



V-2.(2). 시장진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M&A

§ 최근 정부는 해외진출시 자회사간의 공동출자를 허용했는데, 

§ 국내 금융회사는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인수를 통해 현지화, 자금조달 부담의 경감, 
위험분산 등을 달성할 필요

§ 아시아 및 기타유럽의
소매금융

• 글로벌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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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710억 유로 • 네덜란드 소매금융

• 글로벌 자산운용

• 중남미 소매금융

• 인터넷 뱅킹

§ 총자산: 9,871억유로
§ 영업이익: 227억유로
§ 영업이익의구성비

- 네덜란드 16.8%, 기타유럽 15.1%, 
북미 16.5%, 아시아 6.7%

- Global Clients 10.6%, Private 
Equity Clients 6.1, Asset 
Management 3.7%, Private Equity 
2.1% 



V-2.(3). 시장진입: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Mitsui Sumitomo(三井住友)은행은 제3자 배정증자로 영국 Barclays의 지분 2.1%를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구식민지인 인도, 남아공화국, 중동 등에서 협조융자 및
현지통화 조달 등 협력체계 구축

§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정보부족, 
현지통화 자금조달 한계, 네트워크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

출자기관
출자액

(억파운드)

지분

비율(%)

- 영국 바클레이즈의 추가 증자 출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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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관
(억파운드) 비율(%)

三井住友 5.00 2.1

카타르투자청 17.64 7.7

Challenger (카타르
수상 일가 보유 기업)

5.33 2.3

Temasek 2.00 2.9

中國開發은행 1.36 3.1

기타 투자자 13.36 -

§ 총자산 : 2조 5천억 달러 (4위) 

2007년 말

§ 진출국가 수 : 50개 이상

§ 해외수익비중 : 65.0%



V-3.(1). 현지화: 현황

§ 해외에서 국내관련 비즈니스만 영위할 경우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과당경쟁 소지도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사업을 현지화할 필요

§ 가령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직원, 차입금, 자금운용, 고객 등의 현지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93.7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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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47.3

39.4
36.2

38.8

현지직원비율 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 현지자금운용비율 현지고객비율

주 : 국내은행 해외점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평균값 사용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현지직원비율
(국내은행 해외점포 vs. 외국은행 국내지점)



V-3.(2). 현지화: 현지 고급인력의 채용

§ 현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금융상품 개발, 주요인사나 기업에 대한 영업, 
감독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해서는 현지의 ‘고급인력’을 널리 채용할 필요

§ 이를 위해 직원교육, 기업문화의 국제화, 고위직에 대한 문호개방 등이 중요

은행명 지점장 은행명 지점장

- 외은지점 주요 한인 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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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 
Chase

이성희 중국공상은행 최기천

Wachovia 김충곤 DBS 방효진

Morgan 
Stanley

박장호
Credit 
Suisse

박승구

Goldman 
Sachs

장진우
Deutsch 
Bank

김수룡

외은지점

한인비중

18/27(66.7%)

외은지점

한인비중

18/27(66.7%)



V-3.(3). 현지화: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인수-합병

§ 1985년 세계 152위 은행이었던 스페인의 Banco Santander는 체계적 해외
M&A를 통해 20년이 지난 2005년 세계 10위의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

§ 정부는 경제외교 역량의 강화를 통해 M&A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력할 필요

19941994

Banesto 인수 Banespa 인수 Abbey National 인수

20002000 20042004

ABN AMRO 부분인수

20072007
Banco 

Santander
Banco 

Sant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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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스페인
5위였던
Santander는
파산위기에 몰린
Banesto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스페인
최대은행으로
등극 (1995년
세계 65위로
도약)

1996년부터
중소형
현지은행들을
인수함으로써
중남미에 진출한
Santander는
브라질 대형은행인
Banespa를
인수함으로써
남미에서의 입지를
구축 (2000년
세계 36위로 도약)

RBS와의 오랜
전략적 제휴로
영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Santander는
Enron에 대한
투자실패 이후
적자를 기록하던
영국의 Abbey 
National을
인수하면서 세계
12위로 도약

RBS와 함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경영난에 봉착한
세계 13위 ABN 
AMRO의 인수에
성공한
Santander는
ABN AMRO의
브라질과 이탈리아
부문을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



V-4.(1). 핵심경쟁력 강화: 지주회사 시너지 제고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앞서 시너지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중복업무의 일원화 등으로 비용시너지를 달성하면서 교차판매, 공동 마케팅, 합작사업
등으로 수익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통폐합과 KPI 개선이 시급

제도적제도적 환경환경 변화예정변화예정제도적제도적 환경환경 변화예정변화예정

w 지주회사-자회사간 겸직허용

w 업무위탁 범위확대

- 지주회사 경쟁력에 대한 가설검정 -

Logit

- 42 -

w 출자한도 폐지

w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w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허용

해해 외외 사사 례례해해 외외 사사 례례

w Wells Fargo

- 교차판매 특화

- 신규매출의 80%는 기존고객

- 교차판매지수 6.1 (미국평균 : 2)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는 5%; * 는 10%.

금융회사 전체
-1.06***
(-2.79)

은행
-0.32

(-0.26)

증권사
2.48**
(1.99)



V-4.(2). 핵심경쟁력 강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 금융회사의 최고경쟁력은 인재이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진출에 앞서 순혈주의 극복, 
직장환경 개선, 성과주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 전문인력을 유치할 필요

§ 정부는 금융 엘리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

영국: FSSC(1) 호주: AXISS의 AFSTA(2)

형 식 금융회사 (employer)에 의해 설립된 금융서비스

관련 역량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Invest Australia’의 금융분야 하부조직인
Axiss의 기구로 금융 연수기관 연합체

출 범
2004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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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 (2) Australian Financial Service Training Alliance
출처: 각 기관별 website

2004년 2000년

운 영 민간 조직

- 금융산업 종사자간 협력체 운영
정부 조직

활 동 • 금융교육 제공자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accreditation and recognition scheme)

• 금융회사 종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 산업별

역량 및 성과지표 마련 및 관리 (industry 

performance standards)

• 금융 서비스 전문가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에 대한 자격시험 관리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인증 (qualifications and careers)

• 금융회사의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업역별 전문과정 프로그램

• 금융전문인력 및 연수에 관한 토론회 개최

• 금융자격제도의 관리

•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공



V-4.(3). 핵심역량 강화: 연구기능의 글로벌화

§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에 대한
연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기능도 글로벌화할 필요

§ 노무라 연구소(NRI)는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각지로 진출했으며,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무라 경영대학원(Nomura School of Advanced Management)과 공조

- 노무라 연구소의 글로벌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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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RI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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