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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시아	은행산업은	전환점에	서있다.	아시아	기업들은	아시아	역내	교역량의	확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은	정부규제	완화	및	

국내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부의	축적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의	은행들은	이미	선진국	은행보다	더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들이	

진정한	의미의	“범	아시아권	지역은행”	(asian	regional	bank)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해외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국내	은행간의	통합을	달성한	은행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	시장	중심의	전략을	추진한	은행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시도한	은행들이	주주가치가	더	개선된	것도	아니다.	

아시아	은행들의	해외진출	전략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고객 기반 진출:	고객과	같이	동반	해외	진출하는	형태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trade	finance)	제공	등과	같은	해외교역	지원	및	트랜잭션	뱅킹	(transaction	Banking),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자본관리	솔루션	제공,	도매금융	(wholesale	banking)	역량	강화,	

회사채	시장과	금리스왑	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유동성 기반 진출:	유동성의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	해외	진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관리	

(treasury)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대출	(예를	들어	일본의	“닌자론”)을	제공하고,	해외	신용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역량을	개발하거나,	신속한	자산성장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수신업무를	수행함

	• 역량 기반 진출:	해외	M&a	및	제휴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서,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등	특정	사업	분야에	특화하여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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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3가지	유형의	해외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현지 사업의 올바른 규모 설정	(“Right-sizing”	the	local	business	model):	해외진출	시	

해외	진출국에서의	사업의	역할과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이	주로	기업금융/도매금융(corporate	and	wholesale	banking)을	

핵심사업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핵심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비	핵심사업인	소매금융사업과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핵심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지역 운영모델의 올바른 형태 설정	(“Right-shaping”	the	regional	operating	model):	
범	아시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구한다면,	지역적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시너지	창출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모델은	무엇인가?	또한,	이와	

동시에	개별	국가별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권한위임	방안과	그	범위는	무엇인가?

	• 올바른 문화조성	(“Right-culturing”):	해외확장에	따라	조직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및	

지역적	특성을	가진	인력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핵심인재를	채용,	

개발,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문화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범	아시아	은행	化	(Regionalization)가	모든	아시아	은행에	반드시	적합한	전략은	아니다.	어떤	

은행들은	해외진출보다	국내	영업망	강화,	국내	시장에서의	차별화,	규모의	경제	창출에	집중	

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은행들은	해외	진출을	통한	아시아	권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를	도모하는	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실행을	위한	원칙들이	확고히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략의	수정과	실행계획의	변경과	

같은	꾸준한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은행은	그	노력에	

상응하는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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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은행들의	약진…

지난	3년간	아시아	은행들의	매출규모는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시기에	선진국	은행들의	매출이	정체하거나	감소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매출증가와	함께	높은	수익성도	

달성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의	평균	

Roe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15%-25%	수준,	말레이시아,	

홍콩과	같은	상대적으로	한층	성숙된	국가의	경우에도	15%대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Roe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아시아	주요	금융센터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런던	및	뉴욕	대비	격차를	대폭	감소시켰다.	홍콩은	글로벌	

iPo	시장의	선두주자중의	하나로서	Sales	&	trading의	글로벌	

중심지,	급속히	성장중인	역외	RMB	마켓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	

하였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	아시아	보험과	재보험	

시장의	중심지,	동남아/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들의	주요	인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아시아	시장은	업계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충격을	덜	받았음 

아시아	은행권 Roe 및 Revenue,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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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주로	중국	본토를	위한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및	중국기업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및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심천은	

중견기업	iPo	(2011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iPo),	대련은	원자재	

트레이딩	(철강,	콘크리트),	홍콩은	Fx,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각각	고유의	niche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은행들의	증시상장도	매년	증가하여,	중국	및	인도	은행들의	iPo	

및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은행들의	시장가치	상승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기관	전체의	시가총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2).	

그림	2:	아시아	금융산업은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금융기관	시가총액	비교:	아시아* 및	선진국†, 20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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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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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로벌	금융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은행들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부족	상황에	있는	선진국	은행들과의	자본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제는	아시아	권	은행들이	아시아	증시에서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M&a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글로벌	은행권의	M&a는	(아시아	포함)	대폭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시아	역내	은행들간의	M&a만	보면	지난	10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	대비	2006-2010년	동안의	

거래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은행산업의	

미래	(the	Future	of	asian	Banking)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1,	자본시장	안정화,	해외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글로벌	M&a에서	아시아	권	통화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	은행들의	범	아시아	지역化	

(Regionalization)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1	 아시아	은행산업의	미래	volume	1.	the	Shaken	and	the	Stirred:	규제	및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아시아	은행산업의	변화,	oliver	Wy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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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좌절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	아시아권”	은행	

비즈니스가	제시하는	매력적인	사업기회와	폭발적인	

해외거래	증가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은행들은	

아직까지	주주수익률	개선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있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아시아	은행에	의한	

비	아시아	은행	인수,	비	아시아	은행에	의한	아시아	은행	

인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아시아	은행들간의	M&a	거래는	

시장평균	주주수익률을	밑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국내시장	중심	및	해외시장	중심	아시아	은행	비교  

10년	평균	총	주주수익률	(tS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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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alogic,	Bloomberg,	Datastream,	oliver	Wyman	analysis
* 자산규모	기준	아시아	top	50	은행을	대상으로,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은행과	미만인	은행들의	지난	10년간	tSR	비교	(“해외”는	국내/아시아를	제외한	
시장을	말함)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	아시아	은행	및	서구	

선진은행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시장	중심의	전략을	추진한	

은행들	대비	약	5%	정도의	성과	갭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4),	이를	구체적인	금액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아시아	

은행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간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가치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 현지시장 진출의 어려움:	아시아	은행의	시장은	고객	

행동양식,	고객	선호도,	상품	특성,	채널의	사용방식,	

규제	및	정부	역할,	경쟁	유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크게	다르지	않고	정부규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	비해	아시아	권	국가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사업모델의	현지화	및	맞춤화	

(customization)가	요구되는데,	현지화/맞춤화	

과정에서	국경	간	(cross-border)	잠재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신뢰	구축	및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지	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왔고,	

글로벌	은행들은	최근	아시아	진출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비교적	단	시일내에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반면,	아시아	토종은행들은	고객과의	

신뢰	및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여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 지배구조:	고	위험	및	고	레버리지가	수반되는	은행	

비즈니스	특성상,	해외에서	은행	비즈니스	경영은	

지배구조	및	감독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규,	상장요건,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	요구사항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체계는	그렇지	

않은	표준적	체계보다	매트릭스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등	훨씬	더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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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확보 및 유지:	해외로	진출할	경우	현지경영을	위한	현지채용이	

필요하다.	현지	경영진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보상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일부	은행들은	긍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은행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영진의 의지:	아시아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글로벌	은행들	

(씨티,	HSBc,	스탠다드	차터드	등)은	지난	20-3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였다.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	

조직문화,	인력기반,	고객관계,	브랜드	포지셔닝	등은	몇	세대의	

경영진	교체를	거치면서도	끊임없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은행산업의	발전	수준이	

낮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영진이	아시아	권	진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은행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림	4의	실적	상위	25%	은행들	기준으로만	보면,	해외시장	

중심의	전략을	구사한	은행들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	

은행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탁월한	

전략과	실행역량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기회를	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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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범	아시아	은행	化	(Regionalization)가	
정답인가?

이제	아시아	토종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권으로	

확장하는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	전략이	맞는	방향인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금융시장이	앞으로	충분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국내	금융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그	중에	해당	은행이	차지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얼마나	빠르게	기존	고객기반의	“글로벌화	(internationalizing)”가	진행	될	것인가?	

	•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계	은행들과의	경쟁	강도는	어떠한가?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현재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중	해외시장에도	적용가능한	역량은	무엇인가?

	• 은행의	현재	유동성	포지션은	어떠한가?	국내	대출시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활용에	충분한	규모인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대출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가?

	• 해외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	조직구조	및	문화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가?

	• 은행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력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	해외진출을	은행의	우선적	전략과제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합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진출이	우선적	전략	과제에	포함된	

이후에,	해외진출을	통한	주요	사업기회	및	난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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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법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가	반드시	주요	

아시아	국가에	모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	5에서	보듯이,	3개	주요	“glocal”	은행들의	전체	

매출구조에서	아시아	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주요거점도	모두	상이하다.

그림	5:	glocal	은행들의	상이한	아시아	전략 

아시아	주요국가별	매출분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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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09	annual	reports,	oliver	Wyman	analysis
* 은행들마다	지리적	구분이	상이한	이유는	회계	Reporting	방식	차이에	기인함

† 기타	동남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포함

따라서,	은행에	적합한	최적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	전략은	은행의	목표	수준,	

강점과	약점,	고객	기반	및	고객	니즈,	금융시장	발전수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인재확보	

및	역량/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기수익과	장기성장	

잠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토종은행들의	해외진출	및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를	위한	전략대안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객과의	동반진출	(FolloW	YouR	
cuStoMeR)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교역	및	해외직접투자	(FDi)는	

(아시아-아시아,	아시아-해외	포함)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g7	국가들간의	FDi규모의	약	2배	수준에	

해당된다.	아시아	기업	및	부유층	개인고객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기업의	

자금조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자금관리,	무역금융	

(trade	finance),	부유층	개인고객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객과	동반”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은행들은	

이러한	비즈니스의	상당부분을	글로벌	은행에	양보하거나,	

해외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해결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굳이	해외제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end-to-end”	해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	기회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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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아시아은행들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은	소위	middle-market	(중소/중견기업)	세그먼트로서,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아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내	기업들과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은	가장	매력도가	높은	“sweet	spot”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6).	

세계무역	자유화	및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라	아시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본	세그먼트는	아시아	은행들에게	가장	큰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Fta	약	90건이	이미	효력	발효	중이고,	특히	aSean은	중국(caFta),	인도,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와	

이미	Fta를	체결하여	가히	아시아	역내	Fta의	허브라	할	만하다.	정책차원에서도,	신용보증,	무역금융	(trade	finance)	
및	선적신용	(shipment	credit),	수출관련	조세특혜	등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aDB/aSean+3	
신용보증기구,	aDB의	aSean-china	투자펀드설립과	같은	범	아시아	차원의	지원조치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	아시아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자금조달	(financing)	부족이며,	이는	기업	및	정책당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업과	고객관계	유지를	통해	자금조달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국내은행들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고객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6	

상품/서비스 무역,	결제	및	외환
M&a 및	기업인수	
파이낸싱

자산/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외	자본확충 자산관리

해외활동이	활발한	
고객유형

	• 무역금융

	• 결제	및	자금관리

	• Supply chain 
파이낸싱,	무역금융	

구조화	상품,	수출/

수입	파이낸싱

	• 원자재	파이낸싱

	• 외환

	• M&a	자문	및	실사

	• 시장	리서치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기업인수	파이낸싱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자산	파이낸싱

	• lBo (leveraged 
buy-outs)

	• 기타

	• 역외시장	회사채	

발행을	통해,	

헷징기회	확보	

및	더	선진화된	

자본시장	access	
가능

	•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및	헷징	상품

	• 맞춤형	투자자문

	• 다양한	상품/

서비스	제공

	• 해외	자산관리	

상품	access 제공

로컬마켓	다국적	
기업

   

로컬마켓	중견	
및	중소	수출/
수입업체

    특별한	기회영역

개인	자산가
(HnWis)


(개인	자산가가	해외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	오너인	경우,	

시장기회는	위와	유사함)


국내	비	거주자인
Mass affluent	
고객

 

 
	

가장 규모가 큰 시장기회:

세그먼트가 성장중이고,  
해당기관이 성공에 
필요한 역량 및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규모 기회:

현재 해당 세그먼트는 
글로벌/로컬 기관이 
장악하고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기회 부재:

고객유형과 제공 
상품/서비스가 서로 
매칭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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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트랜잭션	뱅킹	(tRanSaction	Banking)의	역할	

트랜잭션	뱅킹	(transaction	Banking)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용제공,	자금관리,	무역금융	(trade	finance)	등	국내기업들과의	
거래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업무에	있어서도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의	무역	활성화로	인해,	은행의	입장에서는	특히	무역금융	(trade	finance)과	관련된	트랜잭션	뱅킹	기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무역금융	(trade	finance)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약	15%	성장률을	보였으며,	아시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의	경우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실제로,	
아시아	무역금융	(trade	finance)	관련	매출은	유럽,	북미	보다	더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서의	아시아의	위상

from 아시아

from 아시아

from 북미

from 중남미

1378 > 2,475
(5%)

864 > 1,306
(4%)

204 > 1,159
(16%)

462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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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57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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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4 > 608
(11%)

보기

십억 달러

2008 > 2020
(성장률)

134 > 448
(11%)

105 > 418
(14%)

998 > 2,247
(7%)

4,479 
> 7,171

(4%)

3,702 
> 10,763

(9%)616 
> 829
(3%)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고객	니즈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트랜잭션	뱅킹	전략도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수출/수입	비즈니스만을	영위한다면,	은행에게	기대하는	것은	
강력한	해외	제휴은행	네트워크	정도이지만	(주로	환거래	목적으로),	해외의	여러	국가에	일정규모	이상의	현지사업을	
운영하게	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외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외환,	유동성	및	리스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점차	이들	글로벌	은행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며,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은행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글로벌	은행들은	소위	“Supply	chain	Financing”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은행과	다국적	기업	간의	밀착된	관계를	바탕으로	공급사슬	(supply	chain)	전체에	걸쳐	
연관된	모든	부품	공급사	및	유통업체들의	트랜잭션	뱅킹과	무역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트랜잭션	뱅킹	및	
무역금융	비즈니스를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시아	토종은행들은	여러	나라에	걸친	기업	고객들의	자금관리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	합리화,	비용절감,	리스크	관리	및	매출개선이	가능하며	해외진출	
기업들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국내/해외	비즈니스	물량을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트랜잭션	뱅킹	역량이	무엇인지,	
어떠한	트랜잭션	뱅킹	역량을	구축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일부	은행의	경우	기술	및	리스크	관리	영역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신용정보	관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	특히	원자재	트레이딩과	같이	아시아	기업들에게	중요하고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범	아시아	권	확장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대형은행이라면	
이	모든	투자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은행들의	경우에는	해외은행,	또는	현지에	있는	기술업체	및	
물류업체와의	제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투자계획이	없는	무리한	해외확장은	단지	해외사업	
자체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국내	핵심사업	기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아시아	토종은행들은	강력한	현지통화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달러-

현지통화	거래시장의	지배적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토종은행들은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기업	및	투자자들의	니즈는	현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비교적	단순하지만,	앞으로	

계속	전문화되고,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은행들이	현재와	같이	유리한	외환시장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상품혁신	및	

리서치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중국본토	시장에서	글로벌	은행들은	(물론	그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최근의	높은	성과는	특히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trade	finance)	
시장의	고속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	본토	시장에서	글로벌	은행들은	2011년	중반에	이미	

2010년	총	매출규모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cBRc)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하이의	외자계	은행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RMB	9,460억을	

달성하였고,	총	대출은	8%	성장한	RMB	4,470억,	수신고는	32%	성장한	RMB	4,560억을	

달성하였다.	수신고의	증가는	위안화	기반	해외무역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은행들은	

아시아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신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8:	대부분의	미	달러-현지통화	거래는	현지시장에서	거래됨	 

글로벌	uS$	환거래는	현지시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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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확충	및	M&a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M&a시장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및	동남아	중견기업들이	

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은행들에게는	M&a자문	및	자금조달	

기회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선도적인	현지은행	및	범	아시아권	은행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현지	고객과의	두터운	비즈니스	관계,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	은행들은	아시아	중견기업	인수	자금조달	(acquisition	financing)	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연간	약	25%	성장을	보인	반면,	글로벌	은행들은	1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수요도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미	은행고객으로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속	(captive)”	고객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토종은행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섹터별	전문성을	구축하고	자본조달	시장에서의	역량을	글로벌	은행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새롭게	확보된	전문역량을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기능과	결합하여	구조화된	

(structured)	상품을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니즈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높은	마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토종은행들이	이와	같은	개선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기존의	기업고객에	대한	매출	

극대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은행	및	현지은행들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범	아시아권	지역	은행으로의	확장을	노리는	아시아	토종	국내은행들에게	지금과	같은	기회는	

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은행들은	자국시장에	움추리면서	기존의	

아시아	거점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사들이	빠져나간	큰	공백은	준비된	아시아	

토종은행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9	

M&a 거래	규모	세부	내역,	2001-2010 
아시아	기업에	의한	비	아시아	기업	인수	
(거래	규모	별,	전	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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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건	수	및	거래	규모, 2001-2010 
아시아	기업에	의한	비	아시아	기업	인수	
(인수자	소속국가,	전	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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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alogic,	oliver	Wym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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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성	수출/수입	(exPoRt/iMPoRt	liquiDitY)

해외진출	및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의	두	번째	전략은	국가간의	대출수요	(loan	demand)와	

예금공급	(deposit	supply)	차이를	활용하여	국가간에	유동성을	이전	(liquidity	transfer)함으로써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해외	유동성	이전을	위한	중개업무에서	

은행들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자산	및	부채	origination이	가능하고,	동시에	

신용관리,	alM	역량,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이	영역은	주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동성	이전	(liquidity	transfer)은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본	및	싱가포르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높은	저축률로	인해	확보된	잉여	유동성	및	강력한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매력있는	해외자산을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자산	매입을	위한	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및	호주와	같이	대출-예금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역외	파이낸싱	비지니스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매출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고	유동성,	저	대출-예금비율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성숙시장	(낮은	대출	증가율,	높은	저축률)과	신흥시장	(gDP	
성장을	초과하는	대출	수요,	낮은	저축률)	사이에는	명확한	자금조달	불일치	(mis-match)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기회가	존재한다.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증가로	인해	소비자	

금융상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	이러한	자금조달	불일치	(mis-match)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홍콩,	대만과	같이	대출-예금비율이	낮고	국내	대출	증가율이	낮은	국가들은	유동성	

수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이	가장	매력적인	유동성	수출기회가	

될	것이다.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	은행들의	유동성	수출기회는	더	명확해진다.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주요	경쟁자인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포함하는	바젤	iii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더욱	더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	은행들은	유동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0:	대출	증가율	및	대출-예금비율	 

장부상	대출증가율*	2005-2010년	기준	대출-예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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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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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	(MuFg)

MuFg는	다른	일본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시장의	높은	저축률	및	감소하는	대출수요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5-2009년	동안	일본	국내시장	대출규모는	약	2%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에	MuFg는	인프라	
설비투자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특수대출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직접	대출을	발생시켜	국내	잉여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해외에	이전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	RBS의	유럽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및	담당	부서의	인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직접대출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대출역량을	대폭	개선시켰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ciMB	group과의	협력을	통한	대출확장이	좋은	사례이다.	

그림	11:	MuFg의	아시아	신흥시장*	대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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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동성	수출의	수익성은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등급이	좋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의	

신디케이트	대출과	같은	수동적인	투자로는	기껏해야	허들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특수대출	(specialized	lending),	현지의	중소기업	대출,	무담보	소비자	신용대출과	같이	복잡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하여	자체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origination하거나	복잡한	구조화	상품설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수반되는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다).	해외대출에	대한	리스크	조정	

자본이익률	(Roc)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동적	투자의	경우에는	5%	미만,	
가치사슬	(value	chain)	전체를	커버하는	구조화	상품,	또는	선도은행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acPM	(능동적	신용포트폴리오	관리기법:	active	credit	Portfolio	Management)의	경우에는	2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상기	수익률을	달성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따라서,	허들	수익률에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기존의	자금관리	(treasury),	유동성	포지션	관리,	신용	리스크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국내은행들의	신용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는	요주의	고객,	편중위험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용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기능이	비용부문	(cost	center)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성과평가도	

프로세스	지표	및	kPi	등을	설정해	놓고	목표	대비	달성도	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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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더욱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	수출시장에서	리스크	조정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특히,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먼저,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은행	내	모든	자금을	포괄하는	이전가격	(fund transfer 
pricing)	방법론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순수한	유동성	코스트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	및	바젤	iii에	따른	

해외	자금이동	관련	제한조치	등의	요소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전가격	방법론	체계가	구축되면,	전사	모든	레벨에서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룹산하	전	계열사의	유동성	및	자금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MiS
를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국가별	세부적인	여신	및	수신	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 능동적 신용포트폴리오 관리기법	(acPM: active credit Portfolio Management):	해외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화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배분과	신용공여간의	상관관계	

및	연계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등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forward-looking)	포트폴리오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유통시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위험가중자산	(risk-weighted assets)	을관리할	수	있는	역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산군과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	및	예측모델	개발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아시아	국내은행들은	자본,	유동성,	자산부채관리	(alM)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역량의	구축은	보다	강력해진	alco	(자산부채관리위원회)	설치	및	대차대조표	

관리	전담조직의	도입과	같은	조직구조와	지배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들	조직은	전략기획,	대차대조표	사용현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익목표	달성과	대차대조표상	자금여력과	이익	변동성	및	규제	변화간의	균형이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전체	그룹차원에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역량	수출/수입	(exPoRt/iMPoRt	caPaBilitieS)

아시아	금융시장이	발전해감에	따라	아시아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니즈가	그	만큼	더	복잡해지고	은행에	대한	요구사항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유동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량도	국가	간의	이전이	가능하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상대적으로	발전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발전시킨	소수의	은행들만이	해당	역량에	대한	현지	수요가	있는	

국가들로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아시아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국제화를	통해	역량의	수출보다는	

역량의	도입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이다.	

caSe	StuDY	–	cBa	(호주	커먼웰스	은행)	및	항저우	은행	

항저우	은행은	중국	중소기업	세그먼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저우	시	및	광범위한	상하이	

지역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및	금융산업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gDP	성장의	

80%	이상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어	가히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저우	은행은	

중국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	및	수입의	확대,	아시아권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FDi)	증가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제휴전략을	통한	역량	업그레이드	및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호주	cBa
은행을	해외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였다.	

cBa는	호주	선도	유니버설	은행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에서	선도적	입지를	인정받고	있다.	중국은	호주기업들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cBa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호주기업들의	현지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양사간의	제휴는	항저우	은행	및	cBa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항저우	은행은	cBa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금융역량을	강화하였고	(관련	전문가	파견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동시에	중국기업을	위한	아시아	

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cBa는	호주기업을	위한	중국	내	현지	금융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중국시장의	

전략적	고객	세그먼트	(향후	아시아	권	고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고객층)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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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입/수출	대상이	되는	역량은	사업영역	및	목표시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2:	시장유형별	주요역량에	대한	수요	및	경쟁	강도

신흥시장 및 과도기 시장 성숙시장 금융산업 중심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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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신흥시장/과도기	시장은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성숙시장은	대형	로컬	Player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편임

금융산업	중심의	선진시장은	
수요는	높지만,	기존	로컬Player
외에,	global/glocal	player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함

모바일	뱅킹	및	송금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기회영역	임

역량에	대한	수요 높음 보통 낮음

경쟁	강도 낮음 보통 높음

주:	수요는	국가별	grouping에서는	절대치로,	각	상품내에서는	상대치로	비교하고,	규제/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access가	가능한	매출기회만	포함시킴	
수요는	성장	잠재력	대비	(예:	외자계에	대한	향후	시장개방	강화조치	등)	현재	시장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바탕으로	함	
경쟁강도는	각	국내시장에서의	로컬	Player/글로벌	Player의	영향력	및	경쟁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추정

본	보고서에서는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Regionalization)	전략에	있어,	특히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4가지	역량에	주목하고자	한다:	

투자은행업무	(iB)	및	SaleS	&	tRaDin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아시아의	해외교역	및	해외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지	거래건수뿐만	아니라	

규모	및	수익성	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복잡한	지원기능을	은행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중통화	헷징,	역외	파이낸싱,	지배구조	이슈,	정치적	리스크	관리	등이	그	것이다.	기업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시아계	은행이라면,	이와	같이	진화하고	있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	구축과	적절한	시장	

포지셔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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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시아	토종	은행들은	

외자계	은행	대비	“전문성이	떨어지는	작은	은행”	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multi-local”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핵심시장	별로	현지	기업고객과의	관계	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현지	담당	팀을	

구축하거나	(소요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사업	경제성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아니면	현지	

선도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각	국가별로	현지	기업고객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국경	간	(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트랜잭션	

뱅킹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M&a	부문을	플랫폼으로	삼아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Sales	&	trading	영역에서	향후	아시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을	추구하는	아시아계	토종	은행들에게	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은	미국	및	유럽과	같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나라별로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현지	통화와	g5/g10	통화로	

양극화되어	있고,	아시아	현지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떨어지며,	투자	및	투자중개	시장은	현지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강력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해서는	복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현지	입지를	구축하고	(개별국가	시장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매우	작지만),	동시에	강력한	달러	및	유로	역외시장,	더	확장한다면	엔,	파운드	역외시장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즉,	기존의	현지	은행들과	경쟁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들	현지통화시장에서	

규모의	임계치	(critical	mass)를	달성하고,	동시에	뉴욕	및	런던과	같은	도시들에서도	

오퍼레이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	선진국에서	갑자기	

핵심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지	어느	정도	유기적	성장	(organic	growth)을	

달성하거나,	혹은	선진국	내	기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일정수준의	대차대조표	자금	활용,	소싱	

및	유통	능력	강화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식부문의	범	아시아	지역	플랫폼	구축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주식	

포트폴리오	흐름의	증가,	아시아	지역	내	역외상품에	대한	아시아	투자자들의	수요증가	등	

아시아	토종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다시	말해,	미국	및	유럽의	

허브를	거치지	않고도	범	아시아	레벨의	주식	비즈니스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에	

이러한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역내거점	확보,	각	국가별로	분리되어	있는	비즈니스간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범	아시아	차원의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역량구축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업기회가	보장되지만,	

아시아의	선도	iB	및	Sales	&	trading	기관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	은행	化	전략을	추구하는	은행들은	사업	영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4-5년의	장기적	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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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파이낸스	(inFRaStRuctuRe	Finance)

향후	10년에	걸쳐	아시아	인프라	파이낸스	시장은	아시아	도매	금융의	중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은	2010-2020년	동안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약	7.6조	달러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및	인도	(약	90%),	그리고	에너지	및	수송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	선도은행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계	토종	은행들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0%에서	2010년에는	40%까지	증가하였다.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산업별	전문성,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	대차대조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복잡하고도	고	위험이	수반하는	비즈니스이다.	프로젝트	획득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관계구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공공-민간	제휴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및	공공부문	지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iigF)	제도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리스크	

이전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즈니스	중에서	

어느	영역에	참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통	아시아의	경우,	인프라	파이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부분	현지은행들은	국영은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여	가장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차지하게	되며,	이	경우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수익률이	글로벌	은행이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섹터	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형	uSD	기반	거래인	경우에는	오히려	글로벌	은행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아시아	계	토종	은행들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특화영역을	찾아	집중하는	접근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	입찰하는	자국기업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가치사슬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하거나	(예:	호주의	광산기업이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일본	산업	용역회사가	인도의	수송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복잡하고	국경	간	거래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자문,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	자본조달	자문,	아시아	시장	전문성에	기반한	

국경간	거래의	구조화	(structured)	설계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고	부가가치	업무는	대부분	20%	이상의	Roe를	창출하며	인프라	파이낸스	시장	

참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해	준다.	또한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틈새시장에서의	섹터별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축적한	이	있는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	(광업,	재생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천연자원	개발,	농업	및	육상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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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아시아	자산운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범	아시아	지역	은행	化	전략을	추진하는	

아시아	토종	은행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몇몇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지역	확장전략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nikko	(특히,	DBS	자산운용	부문을	인수한	

이후로	더욱	본격화),	한국의	미래에셋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	경쟁	구도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운용	사업을	영위하는	PiMco,	Blackrock	등과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각자	자국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활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현지	자산운용사들로	

양분화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기관고객	대상	비즈니스	및	리테일	고객	대상	비즈니스는	공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요면에서는	아시아	기관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자산운용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적	및	규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흥시장에서는	자산운용	산업	자체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웃소싱	

시장자체가	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글로벌	기관들은	아시아	전체를	주	무대로	삼는	대형	기관고객에게	자산운용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중소	기관고객	영역은	아직	미	침투	영역으로	남아있다.

리테일	고객의	경우,	아시아	리테일	고객들은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를	중요시한다,	이로	인해	

펀드유통	기관의	입장에서는	펀드	플랫폼을	자체	상품	및	높은	고객	인지도를	갖춘	몇	개의	

글로벌	선도자산관리사	(Fidelity,	templeton	등)	상품으로	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범	아시아	지역	확장을	도모하는	아시아	토종	금융기관은	리서치,	포트폴리오	관리,	

현지시장	인프라와의	it	시스템	연결	등	상품제조	거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상품의	유통역량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로	설정한	고객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현지	감독기관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모델을	현지규제에	맞추는	맞춤화	

작업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는	아직	모든	국가에서	수용되는	아시아	펀드	

설정국	(domicile)이	없다).	

자산관리	서비스	(WealtH	ManageMent)

아시아의	부	(wealth)가	축적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	및	범	아시아권	확장을	고려	중인	

현지	금융기관들에게도	자산관리가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토종	

은행들은	개인	사업가	및	기업금융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부유한	개인고객과	거액자산가

(HnW)	등의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고객층의	자산관리	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이	미미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고객	니즈의	상당	부분을	해당은행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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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도	그만큼	중요한	변수이다.	아시아의	경우,	

나라마다	자산관리	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내용이	상이하다.	아시아	내에서도	국가	별로	

투자자들의	요구수준	및	사고방식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비교범위를	아시아	대비	

선진국으로	확대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아시아	고객들,	특히	이미	부를	

축적하여	성공한	사업가	1세대/2세대	고객층의	경우에는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럽/북미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한	편이다.	또한	아시아의	자산관리	기관들은	고객자산	확보	경쟁에	있어	

경쟁대상을	타	금융기관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되며	부동산을	포함하는	대체투자	기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부유층	(uHnWi)	고객의	경우에는	그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투자와도	

경쟁해야	함).	이와	같은	“자산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고객	니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고객	및	자문기관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거액자산가(HnW)	세그먼트를	위한	전문	RM을	양성하는	데에만	약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관리	비즈니스	구축은	장기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시아권	확장을	추진하는	은행은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벌-현지	조합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유로존	위기로	인해	아시아	비즈니스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기반의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ocBc는	

2009년	ing	asia	Private	Bank를	인수하고,	인수	직후에	통합조직을	Bank	of	Singapore로	

리브랜딩하여	현재는	아시아권에서의	굴지의	PB	기관으로	정착하였다.	마찬가지로,	Standard	
chartered	Private	Bank도	2007년	american	express	Bank를	인수하여	단기간	내에	

PB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MuFg의	경우에는	일본시장에서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와PB	Jv를	구축하였으며,	

MuFg의	광범위한	일본	내	현지	네트워크와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글로벌	

역량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전략적	제휴가	그러하듯이	자산관리	영역에서의	글로벌-현지	제휴의	지속	

가능성	및	성공여부는	양사가	서로	상대의	장단점을	(특히	aMl(anti-money	laundering),	
kYc(know-your	customer),	영업방식	등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상이한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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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ecution)

아시아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의	“실행”에	있어	크게	3가지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 현지	사업모델과	전사	사업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 최적의	범	아시아	지역	사업모델	구축	

	• 조직문화와	사고방식의	혁신	

현지	사업모델과	전사	사업전략의	연계성	확보	

해외	특정국가로의	진출을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어떤	형태의	현지	사업모델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현지	사업모델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모델이	가능한데,	

역외	사업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모델,	현지시장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지사	(Branch)	모델이	있고,	그리고	

현지법인	(full	subsidiary)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단일	틈새시장	

모델,	복수	틈새시장	모델,	그리고	현지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	서비스	모델	

등이	있다.	

현지	사업모델과	은행이	추구하는	전사	전략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해외진출은	고전할	수	밖에	없다.	현지의	펀딩	기반	및	고객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현지	

사업규모가	일정궤도에	오르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현지	포트폴리오를	인수함으로써	

리테일	뱅킹부문의	경제성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현지	사업모델을	전사전략에	연계시키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해당	은행의	국제화	

전략에	부합하는	현지	인수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에	불필요한	

사업부를	정리하고	매각하는	과정도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인수자에게	제공되는	펀딩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자산만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현지에서	구매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국가에	따라	자산의	매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규제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전사차원의	기준에서	볼	때는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핵심사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해당사업	그	자체만	보면	상당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은행을	인수하거나	인수	후에	현지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다음	3가지	영역으로	그	활동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 2012 oliver Wyman 23



	• 해외확장 전략의 핵심영역	(도매금융,	트랜잭션	뱅킹,	무역금융	(trade	finance),	자산관리,	
리테일	수신	비즈니스	등):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인수	후	합병	(PMi:	post-merger	
integration)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해당부문의	현지	경영진은	반드시	전사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사전략과	일관된	방향으로	현지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현지	경영진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타	국가에서	이동시켜	오거나,	

아니면	사내에	유사한	글로벌	경영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잘	훈련된	역량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	핵심부문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기관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공격적	투자집행	및	적극적	자본배분이	

요구된다.	나아가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단순한	재무지표	외에	장기적인	전략목표와	관련된	

실적을	평가하는	보완적인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해외확장 전략의 핵심이 아닌 영역 (모기지,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등):	이	영역에서	가장	큰	과제는	현지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및	충분한	권한이	보장된	현지	

경영진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안이지만,	이	방법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매트릭스	조직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위해서는	전사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테크놀로지,	모바일	매체,	

고객분석	등).	본	영역의	경우에는	현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현지	경영진의	

강력한	자율권	때문에	현지	비즈니스의	규모	및	수익성면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과	본사	감독기능간의	긴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경영진	레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갈등의	형태이다

	• 저	수익성과	저	성장	비	핵심영역	(거래빈도는	높지만	수신	및	여신	규모가	작은	일반	대중층	

(mass-market)	고객,	해외거래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	등):	이	영역은	현금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엄격한	재무적	목표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본	및	비용	수준도	비즈니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신속한	

축소,	필요하다면	새로운	경영진의	도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해당	부문의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종종	비즈니스의	부분매각도	수반하게	된다

caSe	StuDY	–	스탠다드	차터드	소비자	금융	부문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소비자금융을	아래와	같은	3가지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홍콩,	싱가포르,	한국,	파키스탄,	uae등을	핵심시장으로	분류하고,	풀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운영	

	•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태국의	경우에는	“도시”	중심의	시장으로서,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	제공	

	• 바레인,	브루나이	등	소규모	국가를	중심으로	“약식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서	
핵심기능만을	선별하여	제공

상기와	같이	국가별	시장과	사업모델을	분류하여	“거시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에	추가하여,	스탠타드	차터드	은행은	
고객중심의	“미시적”	세분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전략의	핵심영역은	아니지만,	모기지	및	
카드사업은	현지	시장에서의	경제성과	성장	잠재력	면에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지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홍콩시장에서,	자동차로	방문영업을	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모기지가	
필요할	경우	고객을	언제든지	방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5분	이내에	모기지	승인이	가능하다”

Steve	Bertamini,	ceo	of	consumer	Banking,	Standard	char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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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범	아시아	지역(Regional)	사업모델	구축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one	
Bank”	비전과	현지	자율권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상쇄관계	(trade-off)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지배구조:	한정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수행하되,	동시에	현지	

경영진에게	권한을	위임함	

	• 우수 역량 센터	(center	of	excellence):	우수	역량	센터를	운영하여	특정	사업부에서	

개발한	역량이	타	사업부와	용이하게	공유되도록	하되,	동시에	“센터가	최고”라는	사상을	

전파하지	않음

	• 공유 서비스	(Shared	service):	it와	같은	특정기능의	경우에는	규모에	의한	경제를	살리되,	

동시에	현지	고객	니즈에	대한	기만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조직	규모를	유지함

지배구조

아시아	은행의	해외	현지	비즈니스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권한위임과	본사의	브랜드관리	

및	리스크	통제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거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13).	

해외진출	초기에는	대부분	해외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단순한	“계열사”	(subsidiary)	모델을	

사용한다.	최고경영진은	비중이	큰	국내시장에	집중하고,	해외부문은	전사	포트폴리오의	일부	

사업부문으로	간주하여	특정임원이	모든	해외부문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부문과	해외부문과의	시너지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은행들은	보통	국가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는	“지역	

중심적”	(geography-centric)	모델을	운영하게	된다.	이	모델은	각국의	은행	감독기관들이	

각각	은행별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모델의	문제점은	해외사업이	각	

국가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글로벌	관점에서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고객관계	관리가	어렵고,	

전문인력을	여러	나라에	걸쳐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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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은행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배구조는	사업영역	(Bu)별	조직	혹은

Bu와	국가별	조직이	혼합된	매트릭스	조직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Bu가	국가별	조직	보다	

더	큰	권한을	갖거나	최소한	국가별	조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이	모델은	고객관리,	역량,	

비용	면에서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강화된	전문인력	Pool,	Bu-국가	조직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갈등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절차가	필요하다.

은행이	어떤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은행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화	

니즈가	있는	고객들의	커버리지를	여러	국가에	걸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현지고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글로벌	통합	서비스	기능은	

각	국가별	강력한	현지고객	커버리지	조직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Region)	레벨로	

확장하는	은행들은	기존의	국가별	커버리지	조직에	추가하여	“전략적	고객그룹”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이	조직은	전략적	고객을	위한	단일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전략적	고객그룹의	

RM들은	고객사의	cFo,	자금부	(treasury)	책임자를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이상의	

연령,	경력	및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고,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은행	내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물이어야	한다.	대부분	

아시아	은행들의	경우	RM의	경험이	기업금융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여러	

국가별,	상품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본인이	총괄하는	임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RM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아시아	토종	은행들이	반드시	결정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계열사”	모델에서는	국내	본사에서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	모델은	은행에서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내	기업들이	주로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파이낸싱을	추진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은행이	해외시장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서	현지	고객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점차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은행이	범	아시아	지역	은행으로의	확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counterparty)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현지	신용분석	역량의	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범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리스크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거점이	단일한	공통기준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수준에서의	통합	리스크	감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수	역량	센터	(centeRS	oF	excellence)

조직구조의	형태와	관계없이	전사적으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특정	역량들이	있다.	소매	

금융의	예를	들어보면,	상품	개발,	마케팅,	영업은	현지	로컬시장에	국한된	역량인	반면,	상품	

디자인	혁신,	선진사례는	국가를	초월하여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역량들이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세그먼트의	신용공여	프로세스	설계와	같이	특정	고객	세그먼트에	국한하여	공유가	

가능한	역량도	존재한다.	또한	cRM	및	고객분석	역량은	지역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역량으로서,	본사의	경쟁력	센터를	통해	개발되고	전사적으로	공유됨으로써,	현지	사용자들의	

가치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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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비	공식적	네트워크에서부터	공식적인	

전담조직	구축까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Peer-to-Peer”	네트워크	구축

	• 현업의	전문가를	해당역량의	“장인”으로	지정하고,	해당자는	본연의	현업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역량의	공유라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

	• 본사에	역량	별로	리더를	지정하고,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소형	

“프로젝트	오피스”를	운영

	• 본사에	소규모	팀으로	구성된	경쟁력	센터를	구축하고,	현업의	업무	중	연관된	부분을	직접	수행

	• 본사에	본격적인	규모의	경쟁력	센터를	구축하고,	자체	P&l을	갖는	수익부문	(Profit	center)
으로	운영

일반적으로,	특정역량이	투입되는	해외	비즈니스와의	시너지가	크면	클	수록,	그리고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식화된	조직을	본사에	구축하고	명확한	업무분장을	

부여함으로써	여러	지역에	걸친	해외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공유	서비스	(SHaReD	SeRvice)	및	인프라

해외확장을	추진중인	은행이	공유	서비스	(shared	service)를	추진하는	경우,	“오퍼레이션	

공유”과	“인프라	공유”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공통의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예:	신용장의	중앙처리	기능,	아시아	

권	전체를	커버하는	지불결제	기능	등),	후자는	공통의	it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예:	공통의	

oMS/eMS,	회계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	두	가지	공유	모델은	공히	공유	서비스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발생하지만,	해결과제	측면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공유	서비스	모델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보통	비용절감	계획의	일환으로서	수행된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가간	인건비의	차이를	활용할	만한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행비용	및	

투자비를	감안하게	되면,	사실상	시현할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작다.	또한	특정국가의	

경우에는	(예:	한국)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반드시	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활용되는	서비스를	공유	서비스화	시키기	위하여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시아	은행들이	추진하는	공유	서비스의	성격은	

비용절감	목적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효율성의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시장	및	고객	

니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부문의	인력	채용	및	유지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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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유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먼저	언어	및	문화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는	시장	중에서	규모의	임계치	(critical	mass)에	도달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권	시장을	겨냥하여	지불결제	및	corporate	action	(기업	

이벤트)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어서,	아시아	여러	국가를	거치는	프로세스	중	고객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아시아	공통적	

프로세스를	찾아서	표준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부문의	상품	관리를	위한	Middle	및	

Back	office	기능,	자산관리	사업의	대	고객	회계	리포팅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프라	공유의	경우에도,	아시아	은행들은	지금까지	이미	진출한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it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따라서,	이미	중복투자가	많았음)	분산형	it	전략을	구사하여	왔으므로	

여기에는	상당한	개선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it	솔루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분산형	it를	정당화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it	투자	관리	및	인프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지역	(Region)	차원의	지배구조	

결여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역	(Region)	차원의	솔루션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선도	it	벤더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아시아를	위한	상품	패키지	(product	suite)	및	Soa/
SaaS와	같은	기술표준을	개발하여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제	아시아	은행들이	공유	인프라를	추진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프라	공유에	따른	기대효과는	it	비용의	약	40%	절감	이외에도,	단일한	운영기술과	

표준을	통한	신속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it	기능을	통해	특정국가에서	성공한	상품을	다른	

국가에	도입하기	위한	사이클타임	감축,	“hub-and-spoke”	상품	출시	전략의	실행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

공유	서비스	구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아시아	은행들은	서비스	공유	및	인프라	공유를	

한	발	앞서	실행한	선진국의	시행착오	및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서비스	공유	및	인프라	공유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공유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가치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	구축

	•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통의	기준과	정책	마련

	• 은행의	고객에	대한	가치	명제	(value	proposition)와	잘	부합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표준화,	비용관리	및	이슈해결	등을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	형태	구축

	• 성과측정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	수행과	kPi	도입

	•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공유	서비스	체제로	이전	(즉,	공유	서비스	

체제로의	이전	후	프로세스	개선이	아님)

	• 운영모델의	세부적인	개선	및	조정을	위해서는	“Big	Bang”	방식보다는	“test	and	learn”	
접근방법이	더	효과적

copyright © 2012 oliver Wyman 28



조직문화와	사고방식	(MinDSet)	혁신

아시아	지역	은행	化를	추진하는	은행들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비즈니스	다각화에	발	맞추어	조직문화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해외진출을	추진한	은행들의	조직문화	모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문화 내용 사례

국내시장	문화	 	• 국내시장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경우로서,	

국내	조직문화	구성요소	대부분을	그대로	

해외사업에	적용

	• 그룹	및	해외부문	주요	임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선발

	• 국내시장	중심의	유니버설	은행	(한국의	

주요	은행,	일본의	메가뱅크)

“연방제”	문화	 	• 조직내에	다양한	culture가	존재함

	•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통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공통의	culture는	거의	없음(예를	들어,	통합	

보다는	분산형	운영체제	선호)

	• 사업부문간	임원	로테이션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발생

	• 그룹	경영진은	“국제적”	인사들로	구성	(일부	

국내시장	중심성향은	존재)

	• 일부	다국적	보험그룹	(Prudential	uk,	
aegon	등)

	• 주로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진출한	은행	들

복합형	문화 	• 조직내에	국내시장	문화와	국제적	비즈니스	

문화의	2가지	culture가	공존

	• 그룹	경영진은	국내시장	경영진과	해외	경영진을	

혼합하여	구성

	• 해외	경영진의	경우에는	국가별	경영진들의	직무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해외	경영진간의	로테이션은	거의	없음

	• 강력한	국내시장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글로벌	유니버설	은행	(citibank,	
Deutsche	Bank,	Barclays,	BnPP,	
Socgen	등)

“로마제국형”	문화 	• 단일한	조직문화를	개발하여	전사적으로	

강제	적용

	• 그룹의	핵심에는	글로벌	경영진	배치

	• 국가별	경영진들간에는	매우	활발한	직무	

로테이션	발생

	• 해외/글로벌	임원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 스탠다드	차터드

	• 글로벌	iB	(goldman	Sach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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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조직문화	모델은	은행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모델	및	해외사업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들의	해외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내시장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외국시장에서	현지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형	문화를	보유한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에는,	각	국가들간의	연결점이	전략	혹은	운영이기	

보다는	주로	재무적인	연결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확장의	주요목표가	유동성	수출/

수입인	경우에는	이러한	본	조직문화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복합형	문화는	강력한	국내시장	입지를	보유하면서,	국내	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비즈니스에	

집중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iB	비즈니스를	보유한	

유니버설	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	부문에	강력한	프랜차이즈를	구축함으로서,	뚜렷하게	어느	시장이		

“국내시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은행들의	경우에는	“로마제국	형”	문화가	적합하다.	마치	

고대	로마제국의	로마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임직원은	거주지	및	근무지에	상관없이	글로벌	

은행	프랜차이즈의	일원이	된다.	이와	같은	강력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글로벌	경영진의	양성	및	로테이션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리적/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아시아	은행들의	해외확장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은	

불가피해졌다.	아시아	지역	확장전략에	발	맞추어	아시아	은행들은	기존의	채용,	유지	및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니즈가	많고	국제적	문화와	사고방식을	보유한	고객사를	중심으로	확장전략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	임원급	전문	헤드헌팅	기관인	Spencer	Stewart
사의	Fabrice	Desmarescau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시아	은행들은	인재확보	전쟁터가	

더	이상	국내시장과	아시아	지역이	아닌	글로벌	시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최고수준의	인재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지	시장에서의	인재	채용,	교육	및	고용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모델은	기본급	및	성과급,	성과와	보상의	연동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계	은행과	경쟁하는	국내은행들은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보상수준을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단기성과와	장기목표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너스	지급지연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단기성과와	장기목표간의	불균형을	

경험했던	서구	선진은행들이	과거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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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	스카우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확장을	추진하는	은행들은	고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조직문화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ge	및	HSBc	등에서	운영하는	임원급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임원급의	직무	로테이션	및	기능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함

	• 혁신 프로그램:	특정	테마나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을	통해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iBM이	하버드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 다문화 교육:	임원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수행하며,	보통	임원급의	직무	로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됨

	• 멘토링 프로그램:	유능한	인재와	임원급의	멘토	관계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의	

전수	및	조직	내에서의	경력관리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아시아	은행들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브랜드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인재	(학계	전문가,	풍부한	글로벌	경험	

보유자,	프로페셔널	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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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시아	은행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은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진국	등에서의	해외진출	사례를	보면	

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성공한	금융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시장에서”,	“어떤	고객에게”,	“현지	경쟁사	대비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고”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엄격한	실행체계,	적절한	현지와	아시아	지역의	사업모델	채택,	필요한	

인재공급	및	조직문화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변혁을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해외진출은	그들에게는	적합한	전략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의	

성공적	은행들은	사실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본	“아시아	

은행산업의	미래”	보고서	시리즈의	차기	주제로	예정되어	있다.	반면	충분한	역량,	유연한	

조직구조	및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아시아의	“臥虎”들에게는	적극적	해외진출	및	아시아	지역	

은행	化는	앞으로	놀라운	기회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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