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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축소되었지만, 2010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점포가 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현지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고, 현지의 특성에 맞게 조직 

체계를 갖추고, 인력울 채용하며, 마케팅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업은 나라별로 법적, 제도적 차이가 크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현지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경영성과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중 해외에서 

영업 중인 총 390개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현지화 수준은 현지고객비율, 현지직원비율, 현지자금운용 

비율 및 현지예수금비율을 사용하였고,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Net 

Income)과 총자산이익률(ROA)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현지 경험, 

양국간의  교역규모  및  본국  모  은행의  자산  규모를  사용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 현지고객비율 및 현지직원비율은 당기순이익(Net 

Income)으로 측정한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자금운용비율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현지예수금 비율은 당기순이익과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과 총자산이익률(ROA)로 

측정한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는 현지직원비율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추가 분석으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인지에 따라 현지화 수준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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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지화 수준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점포가 우리나라에서 현지에 진출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서 탈피하여 현지 고객기반을 늘리는 

것이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력의 현지화도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은행, 해외진출, 해외점포, 현지화, 경영성과 

학   번 : 2015-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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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은행은 1960년 

대부터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해외진출이 

극대화 ① 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축소되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며 발전해왔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익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왔다. 은행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축적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은행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서병호, 2011)  

은행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의 규제나 문화적 차이 등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은행과도 경쟁하여야 

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 있는 

모국의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을 중심으로 영업(Williams, 1998)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외점포의 성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해외점포는 

현지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자금을 운영하는 등 현지화를 

추구하여야 현지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Lam & Yeung, 

2010; Ted & Stuart, 2004; 고영희 & 박상희, 2015)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은 중요한 성공요인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에서는 2008년 말부터 해외점포의 현지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동 

지표에는 해외점포 별 현지고객비율, 현지직원비율, 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 및 현지자금운용비율이 포함된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 수는 1997년 말 257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 말 

163개가 영업 중임(1997년 말 대비 63%) 
②
 외국인 비용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으로, 경쟁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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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주로 범위 

또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성과와의 관계, 시장구조와 

성과와의 관계로 연구하였다. 반면, 은행의 현지화 정도가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노태우, 2016; 이광철 & 정태영, 1997; 이장로 et al., 2005) 

해외 점포의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지만, 실증 연구로는 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지화 수준은 

현지고객비율, 현지직원비율 및 현지자금운용비율, 현지예수금비율로 

측정한다. 종속변수는 각 해외점포별 당기 순이익(Net Income)과 

총자산이익률(ROA)이다. 통제변수는 현지에서의 경험, 양 국간의 

교역규모와 본국 모 은행의 규모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2012년-2015년 기간 중 총 390개 해외점포(현지법인 및 

지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동 기간 중 10개의 국내은행이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자산이 없는 사무소와 북한과 

파나마는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예수금비율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고객비율 및 현지직원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자금운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자금운용비율은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점포의 현지화수준과 총자산이익률(ROA)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현지직원비율만 총자산이익률(ROA)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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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고객비율, 현지자금운용비율 및 

현지예수금비율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국내은행이 해외로 진출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에 따라 현지화 수준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실증 분석한 결과 비대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현지고객비율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현지자금운용비율, 현지에서의 경험, 양국간의 

교역규모, 본국 모은행의 자산규모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통하여 현지화가 실제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지직원 비율이나 

현지자금 운용비율을 현지화 변수로 사용한 기존 연구도 있으나, 

현지고객 비율을 변수로 사용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실증 분석에서도 

현지고객비율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해외점포의 

전략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자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점포 현지화 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해외점포와 경영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가설 설정, 제4장은 연구 방법, 제5장은 

실증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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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은행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점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Green, Murinde, & Nikolov, 

2004; Gropper, 1991), 시장 지배력이나 점유율 등 시장구조와 

성과와의 관계(Berger, Demsetz, & Strahan, 1999; Demirguc-Kunt, 

Laeven, & Levine, 2003)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에 반해 본국 모 

은행의 특성이나 지원정도, 해외점포의 현지화 전략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Williams, 1998, 2003; 노태우, 2016; 이광철 & 

정태영, 1997; 이장로 et al., 2005)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Williams (1998, 2003)는 모 은행의 특성과 본국의 거시적 상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했다. 호주의 외국은행을 대상으로 모 은행의 

크기, 모국의 순이자 마진, 양 국간의 교역규모가 해외점포 성과(세후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는데 모 은행 크기가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광철 and 정태영 (1997)의 연구에서는 1994년 말 120개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43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analysis)를 통해 독립변수를 찾았다. 

현지화 정도를 나타내는 점포장의 국제업무경험, 해외점포의 경영자율성, 

인사정책의 현지화와 본사 자원의 활용 정도가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해외점포의 경영성과는 

성장성(3년간의 연평균 총자산성장률), 수익성(동기간의 총자산수익률) 

및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사용하였다. 본사자원의 활용정도와 

인사정책의 현지화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점포의 경영자율성은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로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2004년 기준 80개 해외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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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회수한 56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변수를 세부화하였다. 

전략적 변수를 경영전략 변수(경영자율성, 본사자원 활용정도, 

자금조달 · 운용의 현지화, 인사정책의 현지화 및 업무의 다양성), 

경쟁우위변수(정보인프라수준, 국제화경험, 마케팅역량) 및 현지 

환경변수(문화적거리, 현지정부규제, 정치적위험) 세 가지로 나누고, 

해외점포의 총자산성장률, 총자산수익률 및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전략 변수에 해당되는 경영자율성, 

본사자원 활용정도 및 인사정책의 현지화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우위변수에서는 정보인프라 

수준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희 and 박상희 (2015)는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다양한 현지화 

전략에 대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과 무역관계에 있는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고객기반을 넓혔다. 또한, 한국계 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 위안화 직불카드 등 현지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가로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중국내 카드 우수 외국계 

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총자산, 고객, 예금, 지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im and 노태우 (2016)는 2012년 총 자산 규모 기준 전세계 

200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상업은행의 전략유형을 적극적 현지화전략,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자본적정성 관리적략으로 구분하여 조절 변수로 보았다. 

조절변수인 적극적 현지화전략은 해외점포의 총자산 증가율로 

측정하였고,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자기자본이익률과 도산위험가능성의 

감소로 보았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 결과, 국제화 수준 

차제는 상업은행의 수익성 및 도산위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며,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 경영성과가 유의미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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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또한, 국제화와 진행되면서 현지화 전략을 시행한 경우,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총자산 

증가율로 현지화 전략을 평가하였다는 변수 측정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영 자율성, 자금조달·운용의 현지화 및 인사정책의 현지화가 주로 

사용하였다. 현지 고객은 은행이 현지 시장에 얼마나 적응을 잘 했고, 

현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향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원이 있는지 보여주는 항목으로써 현지화 수준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변수임에도 그 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지 고객 수, 현지 직원 수, 현지 자금조달·운영 정도로 기존연구보다 

현지화 수준을 다양하게 측정하여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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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설 설정 

 

은행이 해외로 진출할 때,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 있는 모국의 

개인고객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Williams, 1998; 

서병호, 2011) 이러한 경우,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게 된다.(서병호, 2011)  

은행의 해외점포가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현지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출 초기에 발생하는 

외국인비용 ② 을 극복하고, 현지 시장에 적응하여야 한다.(Miller & 

Parkhe, 2002) 정치적 상황, 규제, 문화적 차이가 큰 환경 속에서 은행 

특유의 경쟁우위(firm-specific advantages)를 바탕으로 현지진출국 

우위(host country advantage)를 기르고, 현지에 맞는 조직체계 및 

운영의 효율성, 현지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서비스 및 마케팅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해외점포가 현지 시장에서 거치는 이러한 과정들은 

현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광철, 1995) 서비스업 중에서도 

은행업의 경우, 나라 별로 은행을 이용하는 형태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은행의 고객과의 관계 및 고객의 정보는 다른 은행이 소유하기 

어려우며, 쉽게 거래할 수 없고, 은행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은행 특유의 

자산이 된다.(Parkhe & Miller, 1998) 현지에 진출한 해외점포가 

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지 고객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유치해야 할 수 밖에 없다.(Williams, 

2002) 해외점포의 현지 고객 수는 은행의 경쟁우위이자, 안정적인 자금 

조달·운용의 원천이며, 추가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외점포의 경영성과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비용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으로, 경쟁적 비

교열위(competitive disadvantage)이며, 현지 기업에게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

을 말함(Zahe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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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현지 고객수가 많을수록 해외점포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은행이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력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경우 인적 자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Erramilli, 

1991) 현지 직원을 직접 채용해야 현지 고객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지 네트워크 형성 및 감독기구와의 의사소통, 

현지점포의 전략 방향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Lam & Yeung, 

2010; 김병구 & 김재진, 2012) 현지 직원은 현지 진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해외점포 운영의 위험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해외점포의 경영성과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2.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현지 직원수가 많을수록 해외점포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해외점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예수금이 높아야 하며, 현지의 개인고객 또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금운용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현지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현지은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로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 창출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조달한 자금을 기대수익이 높고, 부도 위험 등 위험도가 낮은 곳에 

운영을 해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지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해외점포의 경영성과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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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현지 자금을 많이 운영할수록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H4.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현지 예수금을 많이 조달할수록 해외점포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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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1. 국가별 해외점포 현황 

국가 2012 2013 2014 2015 총 합계1) 

중국 13 14 11 12 50 

미국 12 13 12 12 49 

홍콩 11 11 11 10 43 

일본 9 9 9 8 35 

영국 8 8 8 8 32 

베트남 7 8 8 9 32 

싱가포르 5 5 5 4 19 

인도네시아 4 4 3 5 16 

브라질 3 3 3 3 12 

캄보디아 2 2 3 3 10 

인도 2 2 2 4 10 

캐나다 2 2 2 2 8 

바레인 2 2 2 2 8 

독일 2 2 2 2 8 

호주 1 2 3 2 8 

필리핀 1 2 2 3 8 

UAE 1 1 2 3 7 

러시아 1 1 2 2 6 

우즈베키스탄 2 1 1 1 5 

프랑스 1 1 1 1 4 

카자흐스탄 1 1 1 1 4 

아일랜드 1 1 1 1 4 

방글라데시 1 1 1 1 4 

뉴질랜드 1 1 1 1 4 

네덜란드 1 1 1 1 4 

미얀마 

   

1 1 

총 합계 94 98 96 102 390 

1) 북한, 파나마 제외, 현지 사무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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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5년 기간 중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해외점포 390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에 총 94개, 2013년에 총 98개, 

2014년에 총 96개 및 2015년에 총 102개로 모두 390개의 해외점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동 기간 중 10개의 국내은행이 중국, 미국, 홍콩, 

일본, 영국 등 26개국에 진출하였다. 중국에 50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하여 가장 많았고, 미국, 홍콩, 일본, 영국 순으로 경제 및 

금융중심지에 많이 진출하였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 개발도상국에도 진출을 많이 하였다.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지 않는 사무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현지법인과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과 파나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ross-sectional time series 

pooled regression 방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현지고객비율(HCUSTOMER), 현지직원비율(HSTAFF), 

현지자금운용 비율(MGTRATIO), 현지예수금 비율(DEPOSIT)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현지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현지점포의 당기순이익(Net income)과 총자산이익률 (ROA)을 

기준으로 한다. 통제변수는 현지에서의 경험(ln_experience), 한국과 

상대 진출국 간의 교역규모(ln_bt)와 본국 모 은행의 자산규모 

(ln_homeasset)이다. 가설 검증에 사용된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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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it = β0 + β1HCUSTOMERit + β2HSTAFFit + β3MGTRATIOit   

  +β4DEPOSITit  +  β5ln_experienceit +  β6ln_btit + β7ln_homeassetit

+ εit  

 

     Performanceit: i해외점포의 t년도 당기순이익 / 총자산이익률 

   HCUSTOMERit: i해외점포의 t년도 현지고객비율 

   HSTAFFit: i해외점포의 t년도 현지직원 비율 

   MGTRATIOit: i해외점포의 t년도 현지자금운용 비율 

   DEPOSITit: i해외점포의 t년도 현지예수금 비율 

   Ln_experienceit: i해외점포의 t년까지 운영기간의 자연로그값 

   Ln_btit: i해외점포의 t년도 한국과 상대 진출국 간의 교역규모의 자연로그값 

   Ln_homeassetit: i해외점포의 t년도의 본국 모은행의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εit: 잔차 

 

 

제 3 절 변수의 측정 

 

제 1 항 종속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현지점포의 세후 당기순이익(말잔 

기준)과 총자산이익률(ROA)로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에서 수집하였다. 

총자산이익률은 총 자산 대비 세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며,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에는 시장지향성과 해외 자회사의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자회사의 성과를 당기순이익 증가율로 

측정하였다.(김용규, 2001) 또한, 총자산이익률(ROA)은 많은 연구에서 

은행 해외점포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Fadzlan, 

2012; Kim & 노태우, 2016; Williams, 1998; 설원식, 초요혜, & 이예지, 

2015; 이명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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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독립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현지고객 비율(HCUSTOMER), 현지 

직원 비율(HSTAFF), 현지자금운용비율(MGTRATIO), 현지예수금비율 

(DEPOSIT)이며,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현지고객 

비율은 해외점포의 총 고객 수(총 수신고객 수, 총 여신고객 수 및 총 

수출입 고객 수의 합계)대비 현지고객수로 측정하며, 현지직원비율은 

해외 점포의 총 직원 수(본국직원 및 현지직원의 합계)대비 현지직원의 

수로 측정한다. 현지자금운용비율은 총 운용금액 대비 현지운용 

금액(현지예치금 제외)으로 산출한다. 현지예수금비율은 총 예수금 대비 

현지고객 예수금으로 산출한다. 통제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은행의 

해외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현지에서의 영업 

년수의 자연로그 값(이명철, 2007; 이장로 et al., 2005), 한국과 상대 

진출국 간의 t년도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총 교역규모의 자연로그 

값(Williams, 1998, 2003; 이명철, 2007)과 본국 모 은행의 t년도 

총자산(말잔 기준)의 자연로그 값(Williams, 1996, 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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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5-1에,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5-1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 현지고객비율, 현지직원비율 등 변수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지직원 비율의 평균은 7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현지고객 비율과 현지자금운용 비율, 현지예수금비율은 각각 

41.6%, 48.4%, 37.9%로 다소 낮은 편이다.  

표5-2의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현지고객비율, 

현지직원비율, 현지예수금 비율, 현지자금운용비율 간의 상관관계는 

상호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현지고객이 늘어날수록, 

현지예수금과 현지자금운용이 늘고, 현지직원도 느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점포의 현지화가 진행될수록 어느 한 수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 관련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et_income 5,67901 3,904.5 9,687.68 - 81,235.00 52,351.00 

ROA 0.53 0.80 2.87 -45.66 5.25 

hcustomer 41.67 39.00 28.33 0 100.00 

hstaff 73.37 79.00 18.81 0 99.00 

mgtratio 48.36 44.00 29.41 0 100.00 

deposit 37.91 28.00 37.63 0 100.00 

ln_experience 2.48 2.83 1.04 0 3.89 

ln_bt 10.28 10.30 1.52 0.15 12.37 

ln_homeasset 12.35 12.47 0.40 10.44 12.59 



 

 15 

 표 5-2.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hcustomer 1.00 
   

 
  

2.hstaff 0.40
***

 1.00 
  

 
  

3.mgtratio 0.44
***

 0.45
***

 1.00 
 

 
  

4.deposit 0.40
***

 0.14
**
 0.20

***
 1.00  

  
5.experience -0.20

***
 -0.29

***
 -0.29

***
 0.05 1.00 

  
6.bt 0.08 -0.04 -0.10 0.17

***
 -0.02 1.00 

 
7.homeasset 0.01 0.00 0.10

*
 -0.01 0.12 -0.13

**
 1.00 

1)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N=390 

2) *: p<0.05, **: p<0.01, ***: p<0.001 

 

변수들간에 상관관계가 최대 0.45이고, 대부분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회귀 분석 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가설 검증 

 

표5-3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 및 현지 경험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로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dj.R2의 값은 0.101로 나왔으며, 전체 회귀모형의 적합도 

역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지예수금비율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현지고객비율이 높을수록, 

현지직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지고객비율은 0.1% 수준에서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고객 기반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지자금운용비율의 

경우 가설에서 예상한 방향과 다르게 현지자금운용 비율이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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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자금을 많이 운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경영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예수금비율은 

회귀계수가 정(+)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점포의 예금 조달이 취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및 운용은 상호 연관된 항목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점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설1,2는 지지되었고, 가설3,4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5-3.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당기순이익(Net Income) 총자산이익률(ROA)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상수 - 33,635
* 

15,552 -2.90 4.72 

hcustomer 72.04
*** 

20.75 0.005 0.006 

hstaff 61.01
* 

27.51 0.018
*
 0.008 

mgtratio -62.30
** 

19.33 -0.01 0.005 

deposit 10.23 13.94 -0.001 0.004 

ln_experience 1873.71
*** 

484.48 0.65
***

 0.147 

ln_bt 611.62
 

317.00 -0.03 0.096 

ln_homeasset 1,906.33 1,198.41 0.10 0.364 

Adj.R
2
 0.101  0.02 

 
     *: p<0.05, **: p<0.01, ***: p<0.001 

    𝐏𝐞𝐫𝐟𝐨𝐫𝐦𝐚𝐧𝐜𝐞𝐢𝐭 =  𝛃𝟎 + 𝛃𝟏𝐇𝐂𝐔𝐒𝐓𝐎𝐌𝐄𝐑𝐢𝐭 + 𝛃𝟐𝐇𝐒𝐓𝐀𝐅𝐅𝐢𝐭 + 𝛃𝟑𝐌𝐆𝐓𝐑𝐀𝐓𝐈𝐎𝐢𝐭 

+ 𝛃𝟒𝐃𝐄𝐏𝐎𝐒𝐈𝐓𝐢𝐭 + 𝛃𝟓𝐥𝐧_𝐞𝐱𝐩𝐞𝐫𝐢𝐞𝐧𝐜𝐞𝐢𝐭 + 𝛃𝟔𝐥𝐧_𝐛𝐭𝐢𝐭

+ 𝛃𝟕𝐥𝐧_𝐡𝐨𝐦𝐞𝐚𝐬𝐬𝐞𝐭𝐢𝐭 + 𝛆𝐢𝐭 
 

Net Income: 당기순이익, HCUSTOMER: 현지고객비율, HSTAFF: 현지직원비율 

MGTRATIO: 현지자금운용비율, DEPOSIT: 현지예수금비율, experience:    

현지경험, bt: 교역규모, Homeasset: 본국 모은행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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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로(2005)의 연구에서도 인사정책의 현지화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금조달 및 운용의 현지화는 유의하지 않으나 

회귀계수가 정(+)의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 총자산이익률(ROA)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Adj.R2는 

0.02로 매우 낮아졌으나, 전체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직원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고객비율, 현지자금운용비율 및 현지예수금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추가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과 현지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진출대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즉, 해외점포가 진출한 국가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인지, 선진국(developed country)인지에 따라 독립변수와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총자산이익률(ROA)의 경우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분석에서는 현지화 수준이 세후 당기순이익(Net Income)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UN에서 2014년에 발간한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의 country classification(p.143-

p.150)을 참조 ③ 하였다. 동 보고서 상의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으로, economies in transition과 developing country는 

                                            
③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publication/world-

economic-situation-and-prospect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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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총 390개의 표본 중에서 선진국에는 

155개, 개발도상국에는 235개의 국가가 포함되었다. 표5-4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은행이 해외로 진출할 때 모국이나 진출대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Chou & 

Shen, 2014; Parkhe & Miller, 1998; Petrou, 2007) 

Parkhe and Miller (1998)에서는 해외직접투자금액, 교역규모, 

진출대상국의 은행산업의 발전 정도 및 규모 등이 해외점포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따라 다른지 추가분석을 하였다.  

 

 

표 5-4. 회귀분석 결과: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선진국(N=155) 개발도상국(N=235) 

변 수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상수 27,116 30,640 - 63,226
*** 

18,458 

Hcustomer 64.93
* 

29.44
 

103.26
*** 

28.88 

Hstaff 1.83 33.58 85.36 44.36 

Mgtratio -49.76 26.59 -103.40
*** 

26.55 

Deposit -8.75
 

19.13 37.13 19.29 

ln_experience 1,966.20
* 

793.94 2,629.08
*** 

642.30 

ln_bt 1,111.42 612.28 872.78
* 

382.91 

ln_homeasset -3,218.67 2,532.12 3,917.43
** 

1,386.75 

Adj.R
2 

0.06 0.19 

*: p<0.05, **: p<0.01, ***: p<0.001 

𝐍𝐞𝐭 𝐈𝐧𝐜𝐨𝐦𝐞𝐢𝐭 =  𝛃𝟎 + 𝛃𝟏𝐇𝐂𝐔𝐒𝐓𝐎𝐌𝐄𝐑𝐢𝐭 + 𝛃𝟐𝐇𝐒𝐓𝐀𝐅𝐅𝐢𝐭 + 𝛃𝟑𝐌𝐆𝐓𝐑𝐀𝐓𝐈𝐎𝐢𝐭 + 𝛃𝟒𝐃𝐄𝐏𝐎𝐒𝐈𝐓𝐢𝐭 

+ 𝛃𝟓𝐥𝐧_𝐞𝐱𝐩𝐞𝐫𝐢𝐞𝐧𝐜𝐞𝐢𝐭 + 𝛃𝟔𝐥𝐧_𝐛𝐭𝐢𝐭 + 𝛃𝟕𝐥𝐧_𝐡𝐨𝐦𝐞𝐚𝐬𝐬𝐞𝐭𝐢𝐭 + 𝛆𝐢𝐭 
 

Net Income: 당기순이익, HCUSTOMER: 현지고객비율, HSTAFF: 현지직원비율 

MGTRATIO: 현지자금운용비율, DEPOSIT: 현지예수금비율, experience: 현지경험,  

bt: 교역규모, Homeasset: 본국 모은행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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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선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금액, 은행산업의 발전 

규모는 해외점포의 규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역규모, 은행산업의 발전 정도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은행산업의 규모만 유의한 정(+)의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연구모델이 더 잘 적용되었다. 

Chou and Shen (2014)의 연구에서는 본국이 개발도상국인지, 

선진국인지 따라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 추가 

분석하였다. 본국이 선진국인 경우, 개인고객을 추종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개인고객을 추종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업고객을 추종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현지고객비율이 5%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른 독립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고객비율이 0.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현지자금운용비율의 경우 

0.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쳐, 기본 가설검증 모델과 

동일한 방향을 보였으나 유의수준이 1%에서 0.1%로 더 높아졌다. 

현지예금비율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나,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의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고객비율이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경영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dj.R2도 선진국일 때 0.06, 기본 모델일 때 0.10, 개발도상국일 

때 0.19로 개발도상국일 때 가장 높게 나왔다. 추가분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일 때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며, 연구모델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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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 연구모델이 잘 적용되는 이유는 첫 

째는 수익창출기회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순이자마진, 덜 경쟁적인 은행산업구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수익창출기회가 더 높다. 따라서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현지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현지에 밀착화된 경영을 할수록 

높은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지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높은 평판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업무 라이선스 범위나 개설 목적이 현지자금을 국내에 

중개하려는 목적인 경우, 현지화 수준이나 경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현지 시장에서의 은행의 경쟁 정도도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에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향후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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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390개의 국내은행의 

해외점포(현지법인 및 지점)를 대상으로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가설에 사용된 현지화 

수준은 현지고객, 현지직원, 현지예수금 및 현지자금운용이며,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Net Income)과 총자산이익률(ROA)로 

관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해외점포의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는 해외점포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현지 고객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해외점포가 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고객과의 관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직원 수가 많을수록 해외점포의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가설2도 지지되었다. 현지 직원은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해외점포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자금 운용의 경우, 현지자금운용을 많이 할수록 경영성과에 

유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가설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현지은행에 비해 현지점포의 영세한 규모, 자금운용 

능력 미흡, 현지기업 신용평가모형의 부재 등으로 리스크가 증가 하는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서병호, 2011) 

현지예수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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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설4는 지지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예수금 비중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증분석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추가 분석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일 때,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보았는데 개발도상국일 때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현지화 수준 이외에도 은행의 평판, 규모, 업무 범위 

등 다른 분야가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은행과 금융감독자 

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 째, 국내은행이 해외로 진출 할 때, 현지고객 기반을 넓히고, 

현지직원 채용에 힘써야 한다. 최근에는 현지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현지 금융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진출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현지 고객을 흡수하는 것도 현지에 빠르게 안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현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사후관리, 운용기법의 발전 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금융감독원에서 해외점포의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화 지표를 평가하고 있는데 동 지표가 실제로 성과와 관계가 있는지 

적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지고객비율과 현지직원비율의 경우,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자금운용비율의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정성평가를 통하여 세부 

운용내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현지화 수준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시장점유율, 

업무 범위 등 다른 평가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동 지표가 해외점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현지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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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현지 직원을 관리자와 일반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현지 관리자의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법인과 

지점의 경우 업무 범위와 영업 행태가 달라지므로 진출형태에 따라서 

현지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출 방법이 직접 진출인지, 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현지화의 처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출 방법이 현지화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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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Localization of Korean banks’ 

Overseas Branches and 

Subsidiaries on Performance 

 

Kisun Le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localization of Korean banks’ 

overseas branches and subsidiaries on performance. 

   Four localization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local customer 

ratio, local staff ratio, local fund management ratio and local deposit 

ratio. Dependent variable is net income and ROA at the end of year. 

   From 2012 to 2015, 390 branches and subsidiaries in the 26 

countries by 10 Korean banks are used in the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cross-sectional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local 

customers/local staffs and net income. Local fund management ratio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net income.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local deposit and ne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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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local staff ratio only shows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OA, other independent variables do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OA. 

 

Keywords : Banking industry, multinational banks, FDI, localization,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5-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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