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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는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이다.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이란 영리

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지점, 해외 종속회사, 본

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비재 기업인 Procter & 

Gamble Co.(P&G)에서 발표한 다음 뉴스는 다국적 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2014년 10~12월은 전례 없는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사회 의장이자 CEO인 A.G. 

Lafley는 전했다. “러시아의 루블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통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절하되었

다. 12개의 핵심 제품군과 70~80개의 브랜드에 집중하고, 주요 브랜드의 성장과 제품 혁신 촉진 및 생

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P&G의 전략은 환율 문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 P&G New Release, 2015년 1월 27일

학습목표

제        장

≑≑ 금융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위험의 복잡성을 이해한다.

≑≑ 글로벌 비즈니스가 실행될 때 재화, 서비스, 자본의 교환에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해한다.

≑≑ 비교우위이론이 국제무역의 정당성에 대한 기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한다.

≑≑ 국제재무관리는 어떤 점이 특별한지와 시장의 불완전성 중 어떤 특성이 다국적 기업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를 이해한다.

≑≑ 글로벌 시장의 불완전성이 어떻게 다국적 기업의 기회가 되는지 이해한다.

≑≑ 글로벌화를 통해 금융관계에 있어 자국 중심이던 경영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 : 

기회와 어려움

자본가는 충분한 수익을 확보한 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다. 또한 필요하다면 신용을 활용하는데, 분명하고 공정한 절차, 정확한 계산과 견고한 자금을 통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 p. 467.

글로벌기업재무1-12.indd   2 18. 8. 7.   오전 11:01



제 1 장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 : 기회와 어려움  j  3

P&G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새로운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며 P&G와 같은 기존의 많은 기 

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오늘날의 다국

적 기업은 보다 저렴한 노동력과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품

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신흥시장에 의존하다. 이러한 시장은 최근에 생겨났는지, 개발

이 덜 되었는지, 개발 중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혹은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IITS[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 ‘약한 5개국(Fragile Five)’이라고도 불림], MINT(멕시코, 인도네

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중 어느 것에 속해있는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대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시장의 복잡성까지 더해

져 장·단기적 관점에서 위험이 높은 국제 거시경제환경을 이루고 있다. 2008~2009년의 글로벌  금

융위기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자본의 흐름은 유입과 유출의 모든 방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국제금

융시장 모든 곳에서 발생하지만 여전히 기업이 복잡성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금융의 글로벌화와 위험

지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평온했던 위기 이전의 시기에, 금융 글로벌화는 좋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와 유로존 드라마를 겪으며 흔들렸다.… 특

히 유로존이 현재 겪고 있는 보다 큰 문제는 금융 글로벌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위험한 시스템을 구

축했다는 점이다. 

- “Crisis Fears Fuel Debate on Capital Controls,” Gillian Tett, Financial Times, 2011년 12월 15일

오늘날 글로벌 금융시장의 화제는 금융 글로벌화와 관련된 위험의 복잡성으로, 단순히 좋고 나쁨을 떠

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것이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하는지이다. 다음은 위험의 복

잡성에 대한 사례이다.

≑≑ 다양한 변동환율 및 고정환율로 이루어진 국제통화시스템은 철저한 감독 아래에 있다. 중국 인민폐

(RMB)의 증가는 세계의 환거래 전망과 준비통화 및 달러와 유로의 역할에 큰 변화를 야기한다(제2

장 참조).

≑≑ 현재의 유로존 위기와 더불어 대규모 재정적자는 세계 주요 무역국가의 재정 및 통화정책, 결국은 

이자율과 환율을 복잡하게 만드는 골칫거리이다(제3장 참조).

≑≑ 많은 국가들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다. 중국의 흑자와 독일의 흑자(유로존은 적자를 겪고 있

지만)이든 혹은 미국의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이든, 결국 규모가 큰 적자와 흑자는 불가피하게 환

율을 변화시킨다(제3장 참조).

글로벌기업재무1-12.indd   3 18. 8. 7.   오전 11:01



4  j  제 1 부 글로벌 금융환경

≑≑ 소유, 통제, 지배구조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은 공공기업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소유되는 민간기업이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성과 목표와 측정방법

이 다양하다(제4장 참조).

≑≑ 기업의 자본비용 감소를 돕고 자본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던 글로벌 자본시장은 그 규모가 축소

되고 개방도가 낮아져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그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제2장 참조).

≑≑ 오늘날 신흥시장들은 자본이 유입된 후, 대량의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는 새로운 딜레마를 겪고 있

다. 금융 글로벌화는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재무관리의 복잡성을 야기한다(제5장, 제8장 참조).

제1장에서는 금융 글로벌화와 관련된 위험의 복잡성을 간단하게 다룬다. 제1장 마지막 사례에서 다

루는 “케냐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국제, 글로벌 경영은 개인과 개별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야기시키는데, 이는 시장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및 자본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러한 교환의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시장이 얼마나 긴밀히 통합되어 있으며 또한 취약한지를 

경고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자산, 기관 그리고 연결성

도표 1.1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구조를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자산, 기관 그리고 연결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산.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자산(금융자산)은 정부에 의해 발행된 부채 증권(debt security)이며 그 

예로 미국 재무부 채권(U.S. Treasury Bonds)이 있다. 이러한 저위험 혹은 무위험 자산은 은행 대출, 회

사채, 주식과 같은 다른 금융자산의 생성과 거래 및 가격결정의 기반이 된다. 최근에는 기존 증권들로

부터 많은 증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보유한 증권의 시장가치 변화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파생상품과 같은 증권들이 그 예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이러한 자산의 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관.  글로벌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각국의 통화를 공급하고 통제하는 중앙은행, 현지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예금을 받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 그리고 증권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다

수의 금융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의해 영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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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금융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수단은 통화(currency)를 사용하는 은행 간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 거래는 금융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글로벌 통화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국제적인 은행 간 네트워크인 통화 거래와 그 통화를 이용한 다른 증권 거래는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을 사용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

가 된다.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통화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자본 이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자본이 디지털 시장에서 전자의 속도로 이동한 것은 지난 50년 이내이며, 이

러한 시장에 대해 시간과 장소라는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결과로 좋든 나쁘든 혁신적인 재화 및 서비스가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 실무 1.1에 나와있듯이 시장

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화시장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환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또는 USD)와 유

로(€ 또는 EUR) 사이의 환율은 ‘유로당 1.0922달러’ 혹은 간단히 $1.0922/€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는 ‘EUR1.00 = USD1.0922’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영 활동에서 적어도 한쪽의 거래 당사

도표 1.1   글로벌 자본시장

글로벌 자본시장은 다양한 기관(중앙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비영리 금융기관)과 증권[채권, 담보 대출

(mortgage), 파생상품, 대출(loan) 등]의 집합체이며 ‘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

다. 모든 증권들이 거래되는 은행 간 시장은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로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자본이 이동하는 방법의 하나인 증권 거래는 통화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화 거래는 그 자체로 금융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통화를 통해 증권을 거래하는 은행 간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자율인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에 기초하여 가격을 매긴다.

담보 대출
(mortgage loan)

은행

통화
통화

통화

공공 부채
(public debt)

사적 부채
(private debt)

사모
(private equity)

중앙은행 기관

은행

은행

은행 간 시장
LIBOR기업 대출

(corporate loan)

회사채
(corporat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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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실무 1.1

급증하는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은 몇 년간 ‘유로’에 대해 통화가치 상승을 겪어왔다. 유

럽연합에 속하지 않으며, 1세기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했던 스위스는 지금은 완전히 유로존(Eurozone)의 영향 속에 빠

졌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1년 유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통화가치 

상승’을 멈추기 위한 시도로 1유로당 1.20스위스 프랑을 유로에 대

한 스위스 프랑 환율의 ‘최저한도(floor)’라고 발표했다. 이 가치를 유

지하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은 환율이 낮아질 때면 시장에 개입하

여 스위스 프랑을 통해 유로를 매입하였다. 도표 A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초까지 지난 3년간 스위스 중앙은행이 개입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2015년 초 시장은 유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높였고 이

는 유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환율이 1유로당 1.20스위스 프랑보다 

낮아지도록 만들었다. 이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계속 개입하여 스위스 

프랑을 팔고 유로를 매입하였으며 점점 더 많은 유로를 보유하게 되

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예금이자율을 ‘마이너스(-)’로 설

정하였는데, 이는 예금주가 스위스 프랑 예금을 보유하면 손해가 되

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예금주들이 유로를 포함한 다른 통화를 스위

스 프랑으로 교환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14년 유럽연합의 경제는 계속된 불황을 겪었고 2015년 

초에는 더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보였다. 이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

치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이 부진한 유럽연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확장하여 국가채무 매입을 늘릴 것을(즉, 양적완화를) 공표하면서 투

자자의 근심이 더해졌다. 

2015년 1월 15일 오전 스위스 중앙은행은 환율 최저한도 1.20 기

준을 버리며, 현재 마이너스인 이자율을 더욱 낮출 것을 발표하여 충

격을 주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다가올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확장을 보며 그 폭풍을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표 B에 나와

있듯이 유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바로 상승하였으며, 이날

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두 통화의 다사다난한 하루였다. 

도표 A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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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스위스 중앙은행이 1유로당 1.20스위스 프랑을 

‘최저한도’의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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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른 나라 통화로 지불하거나 지불받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화 기호.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USD와 EUR은 각각 미국 달러와 유럽연합 유로의 기호로 사용된다. 

이는 컴퓨터 기호(ISO-4217 코드)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국제

금융의 영역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왔으며 흔히 여러 약어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파운드는 ￡(파운드 기호), GBP(Great Britain Pound), STG(British pound sterling), ST￡(pound 

sterling), UKL 또는 UK￡(United Kingdom pound)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기호와 ISO 코드의 세 글자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 실

무 1.2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비트코인의 코드인 BTC가 포함되어  있다. 

환율의 호가와 용어.  도표 1.2는 2014년 12월 31일 뉴욕과 런던시장의 환율을 보여준다. 표는 특정 

국가 통화의 환율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통화인 페소(peso)의 경우 Peso 

8.7851 = 1.00 U.S. dollar, Peso 9.5990 = 1.00 Euro, Peso 13.1197 = 1.00 British pound이다. 표에 제

시된 환율은 일명 ‘중간가격(mid-rate)’으로, 이는 통화 거래자들의 매입률(bid rate)과 매도율(offer rate)

의 중앙값 혹은 평균값이다. 

미국 달러는 194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통화 거래에서 중심이었다. 그 결과 세계 다수의 통화들이 

달러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진다[달러당 페소(peso), 달러당 브라질 헤알(real), 달러당 홍콩 달러 

도표 B 2015년 1월 15일 분당 스위스 프랑의 통화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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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오전

2015년 1월 15일 오전 9시 25분, 

스위스 중앙은행은 더 이상 ‘유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 환율의 최저한도

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선언함

오전 9시 53분, 스위스 프랑 

환율이 0.887로 떨어짐

(28분 만에 +26.14%)

30분 뒤 CHF1.04 = EUR1.00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2015년 1월 15일 환율 종가는 

CHF 1.024 = EUR 1.00으로 유

로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하루 만에 14.74% 상승함

스위스 프랑의 최저한도인 1.20

(유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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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표 1.2에 나와있듯이, 이러한 호가에 대한 관행은 세계의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는 ￥119.765/$, ￥130.861/€, ￥178.858/￡과 같이 표기된다. 

호가에 대한 관행.  세계 주요 통화 중 어떤 경우는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관습을 따라 환율을 표

글로벌 금융 실무 1.2

비트코인―암호화화폐 또는 실물화폐?

형태에 관계없이 법과 규제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신용화폐(fiat currency)는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반면 비트

코인(Bitcoin)은 커뮤니티 통화(community currency)이며, 

사용자의 자기 규제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에게 비트코

인은 버그(bug)가 아닌 기능(feature)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픈소스의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여전히 틈새시장으로 제한된다.

- “Bits and bob,” The Economist, 2011년 6월 13일

비트코인은 오픈소스(open-source)이며 사용자 간 직접 접속 형

태(peer-to-peer)인 디지털 화폐이다. 이는 고도의 암호화 방식을 사

용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이며 세

계 최초의 분산제어 디지털결제 시스템이다. 과연 이러한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2009년 스스로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칭하는 자

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식으

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총 아홉 장의 설명서를 공개하였다. 또한 디지

털 코인을 만들고[비트코인의 용어로 ‘채굴(mine)’이라고 한다] 그러

한 비트코인을 돈으로써 거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제공하였

다. (나카모토는 한 사람이 아닌 이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작은 조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수학적인 과정을 따른다. ‘채굴자

(miner)’는 비트코인의 해시 알고리듬(hash algorithm)이 적용되었

을 때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블록(block)’이라 불리는 일련의 데이

터를 찾아야 한다. 적절한 조합을 찾으면 채굴자는 비트코인의 ‘분배

(allocation)’, 즉 포상을 받는다. 매우 복잡한 컴퓨터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해싱(hashing)이라고 한다. 채굴

의 목적은 분명하다. 즉, 돈을 버는 것이다.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사람에게 25코인을 상금으로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가 해

결되면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가 되고 바로 다음 25코인을 위

한 경쟁이 시작된다. 시스템 프로토콜은 총 2,100만 개의 블록이 풀

릴 때까지 매 10분간 새로운 블록이 풀리도록 되어있다. 채굴이 진행

될수록 탐색이 어려워지며 비트코인은 희귀해진다. 이는 금을 통화

가치의 기본으로 사용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금에 대해 가지던 개념

과 비슷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시간(매 10분)과 총 발행

(2,100만)이 제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마지막 2,100만 비트코인은 

2140년에 채굴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채굴된 비트코인은 거의 ‘익

명에 가까운’ 암호화화폐가 된다. 소유자는 비트코인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고 디지털 화폐를 통해 물건을 사거나 투기목적의 비채굴자

들에게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 

비트코인의 소유자들은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node)에 걸쳐 디지

털 체인 타임스탬프(digital chain timestamp)를 통해 검증되고 등

록된다.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현재 그 네트워크 노드가 2만 개로 알

려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분산 제어를 통해 현금과 마찬가지로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금과 달리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이

루어진 모든 거래는 거래자와 비트코인의 공개 키(public key)에 기

록이 남는다. 이 기록은 ‘블록 체인(block chain)’이라 불리며 시간, 

금액 그리고 2개의 익명에 가까운 IP 주소를 포함한다(공개 키는 당

사자의 신분과는 관련이 없다).

전통적인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는 화폐의 양과 공급을 규제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해준다. 그와 달리 비트코인은 보

증인도, 발행인도, ‘최종대부자(lender-of-last-resort)’도 없다. 20세

기 초 사용되었던 금본위제는 금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고유한 가치

를 지닌 희소한 금속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

털 코드일 뿐 특별한 금속도 아니며 그 고유의 가치도 없다. 비트코

인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결

정되는데, 이러한 점이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주요 통화와 비슷한 ‘신

용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정부를 통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에 이를 불법 마약이나 

다른 불법 행위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 하나의 

예로 Silk Road라는 불법 마약을 거래하던 웹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주요 통화로 사용하였다. 결국 그 사이트는 미국 정부에 의해 폐지되

었지만 비트코인이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사회에 보여

주었다. 물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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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미국 달러와 유로 간의 환율은 도표 1.2의 “미국” 행의 $1.0926처럼 언제나 ‘유로당 달러’ 혹

은 $/€로 표기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간의 환율은 도표 1.2의 “미국” 행의 

$1.4934처럼 ‘파운드당 달러’ 혹은 $/￡로 표기된다. 이 외에 영국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은 종종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로 환율을 표기한다.

유로통화와 LIBOR

글로벌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는 유로통화시장과 그 시장의 이자율인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이다. 유로통화(eurocurrency)는 특정 통화가 하룻밤에서 1년 이상까지 

다른 국가에 예금된 것을 의미한다.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는 대개 3개월 이상의 만기를 

가지며 기본 단위는 백만 달러이다. 유로달러예금(eurodollar deposit)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이 아니며, 예금을 가진 은행에서 수표 발행을 통해 이전할 수 없다. 유로달러예금은 미국에 위치한 대

리은행(correspondent bank) 잔고에서 전산망을 통해 이전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은행 저축조합이 

보유하는 예금이전에 있어서 유사하다. 예금이전은 조합이 상업은행에 대해 수표를 발행할 때 이루어

진다.

모든 태환통화(convertible currency)는 ‘유로’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유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연합의 통화인 유로와는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로통화시장은 eurosterling(영국이 아닌 곳

에 예금된 영국 파운드), euroeuros(유로존이 아닌 곳에 예금된 유로), euroyen(일본이 아닌 곳에 예금된 

일본 엔화), eurodollars(미국이 아닌 곳에 예금된 미국 달러)를 포함한다. 유로통화시장은 두 가지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즉, (1) 유로통화는 기업의 유동성이 초과되었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

고 간편한 단기금융시장 상품이다. (2) 유로통화시장은 무역금융을 포함하여 기업의 운전자본에 자금

을 공급해주는 단기 은행대출의 핵심이다. 유로통화가 예금된 은행을 유로은행이라고 한다. 유로은행

(eurobank)은 자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정기예금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 중개자 역할을 하

며, 유로통화 관련 업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주요 은행이다. 즉, 유로통화 

업무는 대규모 상업은행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이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만이 유로은행이라고 

불리게 된다. 

현대의 유로통화시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형성되었다. 소비에트연방의 상업은행을 포함한 동유

럽의 달러 보유자들은 미국에 예금할 경우 공산주의 정부에 반하는 시민들에 의해 그 예금이 묶일 것

을 염려하여 이를 꺼려 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서유럽에 달러를 예금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소비에트 

은행인 런던의 Moscow Narodny Bank와 파리의 Banque Commerciale pour l’Europe du Nord에 예금했

다. 이 은행들은 이러한 자금을 다른 서유럽, 특히 런던에 있는 다른 은행에 재예금하였다. 이에 더해 

서유럽의 다른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달러가 추가적으로 예금되었는데, 이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함

이었다. 또한 상업은행들 역시 특정 만기를 유로달러 시장에서 맞추기 위해 잔금을 시장에 배치했다. 

이들은 고수익 유로달러 시장에 달러를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많은 국제난민기

금들도 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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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주요 통화의 환율

2015년 3월 23일

국가 통화 기호 코드 1달러당 통화 1유로당 통화 1파운드당 통화

아르헨티나 peso Ps ARS 8.7851 9.5990 13.1197

호주 dollar A$ AUD 1.2744 1.3924 1.9032

브라질 real R$ BRL 3.1610 3.4538 4.7206

캐나다 dollar C$ CAD 1.2516 1.3676 1.8691

칠레 peso $ CLP 625.98 683.97 934.84

중국 yuan ¥ CNY 6.2160 6.7919 9.2830

체코 koruna Kc CZK 25.0240 27.3424 37.3710

덴마크 krone Dkr DKK 6.8243 7.4566 10.1915

이집트 pound £ EGP 7.6301 8.3369 11.3948

유럽연합 euro € EUR 0.9152 1.0000 1.3668

인도 rupee Rs INR 62.2650 68.0336 92.9870

인도네시아 rupiah Rp IDR 13,019.50 14,225.70 19,443.41

이스라엘 shekel Shk ILS 3.9655 4.3329 5.9221

일본 yen ¥ JPY 119.765 130.861 178.858

케냐 shilling KSh KES 91.90 100.41 137.24

말레이시아 ringgit RM MYR 3.6950 4.0373 5.5181

멕시코 new peso $ MXN 14.9583 16.3441 22.3387

뉴질랜드 dollar NZ$ NZD 1.3120 1.4335 1.9593

나이지리아 naira NGN 199.700 218.201 298.233

노르웨이 krone NKr NOK 7.8845 8.6149 11.7747

필리핀 peso PHP 44.7900 48.9396 66.8897

폴란드 zloty — PLN 3.7600 4.1084 5.6153

러시아 ruble R RUB 58.7450 64.1875 87.7302

싱가포르 dollar S$ SGD 1.3671 1.4938 2.0416

남아프리카 rand R ZAR 11.9100 13.0134 17.7865

대한민국 won W KRW 1,114.65 1,217.92 1,664.63

스웨덴 krona SKr SEK 8.5016 9.2892 12.6963

스위스 franc Fr. CHF 0.9669 1.0565 1.4440

대만 dollar T$ TWD 31.4350 34.3473 46.9452

태국 baht B THB 32.5450 35.5601 48.6029

터키 lira YTL TRY 2.5477 2.7837 3.8048

영국 pound £ GBP 0.6696 0.7316 1.0000

우크라이나 hrywnja — UAH 22.6500 24.7484 33.8257

우루과이 peso $U UYU 25.5300 27.8952 38.1267

미국 dollar $ USD 1.0000 1.0926 1.4934

베네수엘라 Bolivar fuerte Bs VEB 6.2935 6.8766 9.3988

베트남 dong d VND 21,525.00 23,519.23 32,145.66

특별인출권 — — SDR 0.7199 0.7867 1.0752

주 : 다른 통화를 가졌지만 공통의 기호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엔 혹은 위안)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는 동그란 모양을 뜻한

다. 환율은 전부 중간가격이며 자료의 출처는 Financial Tim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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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유로통화시장이 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이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생한 많은 독특한 사건들 또한 시장의 발달에 기여했다.

≑≑ 1957년 영국 통화당국은 파운드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자, 영국 비거주자들에 대해 영국은행이 파

운드화로 대출해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영국은행들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선도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달

러 대출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달러 예금을 필요로 했다.

≑≑ 비록 뉴욕이 달러의 ‘본거지’로 대량의 자국 통화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 통화를 다

루는 전문성과 주요 고객의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달러에 대한 국제거래는 런던이 중

심이었다. 

≑≑ 196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유럽에 기초한 달러시장이 생성되는 데 일조했으며, 이는 일시

적으로 미국 국내의 자본시장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결국 유로통화시장이 번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덜 

받는 국제통화시장이기 때문이다. 

유로통화 이자율.  유로통화시장은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을 기준율로 사용한다. LIBOR는 호

가, 대출 협정,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이자율이다. 은행 간 대출이자율

은 런던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국가 내의 금융센터(financial center)는 그 지역의 대출

협정을 위해 자국만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가진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PIBOR(Paris Interbank 

Offered Rate), MIBOR(Madrid Interbank Offered Rate),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FIBOR(Frankfurt Interbank Offered Rate)가 있다.

예금주와 차입자 모두를 유로통화 대출시장으로 유인하는 요소는 유로통화시장이 예금이자율과 대

출이자율의 차이인 이자율 스프레드(interest rate spread)가 작다는 점이다.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 간

의 차이는 때로 1% 미만이다. 이처럼 유로통화시장에서 이자율 스프레드가 작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다. 대출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유로통화시장은 예금과 대출이 무담보로 최소 5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이다. 차입자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거나 정부기관으로 거

래규모가 크며 따라서 낮은 이자율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유로통화 거래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비

용 역시 높지 않은 편이다. 

유로통화시장의 경우 예금이자율이 대부분의 국내시장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유로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전통적인 국내 은행이나 국내 은행업무에 부과되어 온 지불준비제도와 같은 

많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은 높은 반면 대

출이자율은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연방예금보험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와 

같은 예금보험비용이나 미국 예금에 부과되는 과세가 없다는 점은 유로통화시장을 이용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두 번째 주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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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이론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을 통해 완전경쟁, 확실성, 무비용 정보 그리고 정부개

입이 없는 가상의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론의 기원은 1776

년에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책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과 관련이 있다. 애덤 스미스는 생산활

동에 있어 분업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국제적 거래가 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설

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책은 고유의 특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와 절대우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화된 재화는 적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즉, 특화된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최종적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재화의 경우 자신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

로 생산하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1817년 자신의 책인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을 출판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두 가지 재화에 대

해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한 상대적인 우위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재화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비교우위라 불렀다. 각 나라는 두 재화 중 하나의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며 두 나라는 비교우위를 가진 하나의 재화만을 생산한 뒤 서로 거래한다. 

국제무역이 비교우위이론을 만족시켰던 19세기와는 달리 오늘날엔 여러 이유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지 않는 대신 정부는 완전 고용, 경제발전, 자주적

인 국가방위, 농경 보호 등 여러 경제·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간섭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관세, 수입할당제 그리고 다른 비관세 장벽의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요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즉 자본과 기술은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직접적

이고 간편하게 거래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거래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 간에 혹은 대출, 라

이선스,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기업들 간에 발생한다. 심지어 국가 간에는 노동력조차 이동하는데, 예

를 들어 미국으로의 이민(합법, 불법 모두 포함), 유럽연합 내외로의 이민을 볼 수 있다.

현대의 생산요소는 비교우위 모델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생산시설의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현지의 기술수준 및 경영 기술수준, 계약 분쟁에 합의하기 위한 법적 구조, 연구개발 역

량, 이용 가능한 종업원의 교육 수준, 에너지 자원,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 광물 및 원자재에 대한 

이용 가능성, 자본 접근성, 세금 격차, 사회기반시설(도로, 항구 및 통신시설) 등이 있다.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과정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교역 조건은 대개 과점적 시장의 관리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비교우위는 저개발 국가가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적인 기회를 발견하게 됨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150년 동안 면직물 생산의 비교우위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일본, 홍콩, 대만을 거쳐 

중국까지 이동해왔다. 또한 고전적 비교우위 모델은 불확실성의 영향, 정보 비용, 불완전 경쟁시장에

서의 제품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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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무역 모델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우위의 원리는 유효하

다. 소비자, 생산자, 정치 지도자를 만족하는 공정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

질수록 세계적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완전한 분업은 미시경제 이론의 완전경쟁만큼 비

현실적인 극단적 사례이다. 

비교우위의 글로벌 아웃소싱

비교우위 개념은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이 자신의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수

출하는 데 있어 왜 특정 국가가 가장 적합한지를 여전히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비교우위의 

경우 서비스 및 인터넷과 전자통신을 통한 국경을 초월한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국

가의 비교우위 원천은 여전히 노동력, 자본 접근성 그리고 기술의 조합으로부터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도는 고효율 저비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이 산업은 주문형 소프트웨어

(custom software)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콜센터나 다른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및 독립적인 개별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당신이 

Hewlett-Packard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도움을 받기 위해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한다면, 인도에 있

는 콜센터에 연결될 것이다. 전화를 받는 상담원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

은 프로그래머일 것이다. 인도의 많은 종업원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영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종에 있는 미국 종업원이 받는 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는다. 오늘날 국제적 전자통신 네트워크

의 공급과잉과 저비용은 인도의 입지적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닐라에 위치한 금융 지원부서에서부터 

헝가리에 있는 정보기술 엔지니어까지 현대의 전자통신은 노동력을 이전시키는 대신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사업 활동을 이동시키고 있다.

국제재무관리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도표 1.3은 국내재무관리와 국제재무관리의 주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기관, 환율, 정치적 

위험 그리고 재무이론과 금융상품의 수정이 이에 해당된다. 

국재재무관리는 문화, 역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차이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모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적 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재무이론의 연장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도 겪게 된다. 예를 들

어 자본비용, 자본 및 부채의 조달, 자본 예산, 운전자본관리, 세금 그리고 신용분석에 대한 기존 국내 접

근법은 해외시장의 복잡성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재무관리에 사용되던 다수의 

금융상품들은 국제재무관리에도 사용하기 위해 수정되어 왔다. 그 예로 통화옵션과 선물, 이자율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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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스왑, 신용장이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글로벌 전략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약이 나타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국내 기업에서 다국적 기

업으로 거듭나는 Ganado 기업이 마주하는 위험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기업이 다국적 운

영을 시작함에 따라 마주하는 경영 및 지배구조 관련 제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다국적 기업

이 가지는 가치와 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 실무 1.3에도 나와있듯이 근대 다국적 기업

의 목적과 책무는 21세기에 훨씬 복잡해졌다. 

도표 1.3   국제 금융의 특징

개념 국제재무관리 국내재무관리

문화, 역사, 제도 해외 각국은 각자의 특징이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이 이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한다.

각 나라마다 잘 알려진 사례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외국의 규제와 제도는 각자의 특징이 있으며 모두 다르다. 규제와 제도는 잘 알려져 있다.

환위험 다국적 기업은 수입/수출 및 외국과의 경쟁뿐 아니라 그들

의 자회사로부터도 환위험을 겪는다.

수입/수출 및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환위험을 겪는다(자

회사로부터의 위험은 없음).

정치적 위험 다국적 기업은 그들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높은 관

심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정치적 위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이다.

국내 재무이론의 수정 다국적 기업은 해외경영의 복잡성 때문에 자본비용이나 자

본예산과 같은 재무이론을 수정해서 적용해야 한다.

전통적인 재무이론이 적용된다.

국내 금융상품의 수정 다국적 기업은 옵션, 선물, 스왑, 신용장과 같은 금융상품

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환위험과 정치적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 및 파

생상품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글로벌 금융 실무 1.3

기업의 책임과 기업의 지속성

지속적인 발전은 미래 세대의 능력과 타협하지 않고 현

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 Brundtland Report, 1987, p. 54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 및 이해

관계자의 가치 증대임은 확실하지만 이는 사회 및 환경에 비용을 초

래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된다. 글로벌화의 결과로 이러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더 중요해졌고 다국적 기업에 더욱 복잡한 리더십

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업의 선행, 기업의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공헌활동,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 용어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은 ‘지속 가능성은 목표이며 책임은 의무’인 원칙을 통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현대의 다국적 기업에 있어 리더십의 의무는 이익 추구, 사

회 및 환경에 대한 공헌 그리고 그 외의 지속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

한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영하에 지속 가능 경영은 크게 진화해왔다. 

가족 소유 기업의 전통적이며 근본적인 목표는 기업이 후대에 이어

서도 계속 상업적으로 성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성 개념은 기업, 문화, 크게는 

지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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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완전성 : 다국적 기업의 존재 이유 

다국적 기업은 국가단위 시장에서 제품, 생산요소 그리고 금융자산의 불완전성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

한다. 제품시장에서의 불완전성은 다국적 기업에는 기회가 된다.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은 현지 경쟁

자에 비해 규모의 경제, 경영 및 기술의 전문성, 제품 차별화, 자본력과 같은 점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

다. 사실상 다국적 기업은 위의 경쟁우위 요인들이 중요한 국제 과점경쟁에서 그 경쟁력을 가장 잘 발

휘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내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시

장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현지 기업들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 

왜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 될까? 

전략적 동기에 의해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며,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이 된다.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시장에서 생산하는 시장추구 기업(market seeker)은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본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 이처럼 시장 탐색의 동기를 가지는 기업의 예로 유럽에서 생산하여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들 수 있다.

2. 원자재추구 기업(raw material seeker)은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를 추출하며 수출하

거나 그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한다. 석유업, 광업, 농업, 산림업이 이에 해당된다. 

3. 생산효율추구 기업(production efficiency seeker)은 생산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생산 요소들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이다.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에서 전자부품을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하

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4. 정보추구 기업(knowledge seeker)은 기술 및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

다. 그 예로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기업이 기술을 위해 미국의 전자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5. 정치적 안정성추구 기업(political safety seeker)은 사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없거나 수용의 위험이 

없는 국가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기존 생산설비를 인수한다. 그 예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기업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크게 투자한 사례가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전략적 동기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산림 기업의 경우 브라질에서 

목질섬유 원자재를 얻고자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에서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시장을 찾고자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과점경쟁 산업에서 위의 다섯 가지 전략적 동기는 공격적인 투자와 방어적인 투자로 분

류할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어적인 투자의 경

우 경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방어적 투자의 경우 기업은 경쟁자

에 비해 더 빨리 시장에 침투하여 원자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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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과정

이 책에서는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며 겪는 문제와 경영상의 변화, 즉 글로벌화의 과정을 가

상의 미국 기업 Ganado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 I : 국내 단계에서 국제무역의 단계로 변화하는 기업 Ganado

기업 Ganado는 전자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신흥 기업이다. 이 기업의 초기 전략은 미국시장

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른 신흥 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고, 경쟁자가 

존재하며, 충분하고 저렴한 자본조달이 어렵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도표 1.4에서 상단은 Ganado사

의 초기 국내 단계를 보여준다. 

Ganado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 달러로 제품을 판매하며 미국 공급자로부터 제조 및 서비스

에 필요한 투입 요소를 역시 달러로 구매한다. 모든 공급자와 구매자의 신용도는 미국의 관행과 절차

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Ganado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Ganado사 자체는 국제적인 기업

이 아니지만 그의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는 국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Ganado사와 같

은 기업에 글로벌화의 첫 단계, 즉 국제무역으로 진입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Ganado사는 전자통

신 장비 제조기업으로 194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임스 윈스턴에 의해 설립되었다.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시작하여 40년간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기술투자

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 기업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88년 주식최초공개발행(Initial Public Offering, IPO)으로 이어졌다. Ganado사는 미국 기반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으로서 주주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Ganado사는 미국시장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은 해외시장으

로 수출해 기업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거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발효되면서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환경이 좋

아졌다. 글로벌화의 두번째 단계는 도표 1.4의 하단에서 볼 수 있다. Ganado사는 이러한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멕시코의 공급자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캐나다의 구매자에게 수출하기 시작했다. 글로

벌화의 이러한 단계를 국제무역 단계(International Trade Phase)라 정의할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고 수출하게 되면 기존 국내에서만 영업할 때에 비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이유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첫 번째, 기업 자체가 직접적인 환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Ganado사는 이제 제품가격을 외화로 표시하고, 구매자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급자에게 외화로 지불

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가치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외화를 통해 지불하고 지불받는 

Ganado사는 상당한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이제 해외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제무역 단계에서

는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재무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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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된다. 서로 다른 사업 관행과 법률 시스템에 속해있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낯설고 판단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 II : 국제무역 단계에서 다국적 단계까지

기업 Ganado가 국제무역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글로벌화의 과정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다. Ganado사는 곧 해외에 제품 및 서비스 계열사를 설립할 필요에 처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해

외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해외 기업이 Ganado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두 번째 글로벌화 단계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Ganado사는 자신의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하여 지식 자본과 입지를 넓히

게 된다. Ganado사는 도표 1.5에서 볼 수 있듯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가진

다. 그중에는 해외 판매부서 설립, 기업명을 포함한 모든 기업자원에 대한 라이선싱, 해외시장에서 다

른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도표 1.5에서 Ganado사가 우하

향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해외시장에서 Ganado사의 입지는 넓어진다. 이때 기업은 해외에 자신의 생산

시설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자 한다. Ganado사가 해외에서 자신의 자산 및 

기업을 소유한다면 글로벌화 과정에서 다국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도표 1.4   Ganado : 글로벌화의 시작

미국 공급자

(국내)

Ganado 

(미국 LA)

멕시코 공급자

미국 구매자

(국내)

캐나다 구매자

첫 번째 단계 : 국내 영업

모든 지불은 달러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법을 따른다.

멕시코 공급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Ganado사는 미국 달러와 멕시코 페소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캐나다 구매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 : 국제무역으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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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글로벌화의 한계

이 장에 소개된 국제경영과 국제재무 이론들은 자본 이동이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또한 투명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그것이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하여 국가 및 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

라 주장해왔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보다 많은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지지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내부자가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오면서 금융 

글로벌화를 방해하는 새로운 제약으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과정을 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및 국가에 있는 영향력이 큰 내부

자들이 기업가치 증대를 추구한다면, 금융 글로벌화는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추진된다. 하지만 내부자

들이 자신의 영향력 혹은 부를 증가시키려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자본은 이러한 

기업이나 국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금융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글로벌화로 인해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국제금융에 있어 이러한 장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딜레마의 증가 또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이다. 금융 이론, 글로벌 경영, 경

영진의 신념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는 글로벌화의 이점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거나 또

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표 1.5   Ganado사의 순차적인 해외직접투자

Acquisition of a 
Foreign Enterprise

Ganado사의 경쟁우위

경쟁우위 변경

국내에서 생산 : 수출 해외에서 생산

라이선싱

경영관리계약

해외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권 보유

합작투자

신설투자 해외 기업의 인수

완전소유 자회사

현재의 경쟁우위를 

해외에서 활용

해외에서의 
입지가 
강해짐

해외 투자의 
규모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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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이 책을 시작하며 한 동료의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한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는 끊임없는 투쟁의 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 

시민의식 그리고 대화입니다. 

- Donald Lessard, Global Risk, New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2011, p. 33

도표 1.6   금융 글로벌화의 한계

글로벌 기업의 내부자 및 지도자가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힘을 쓰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힘을 

쓰는지는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만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내부자들이 기업가치가 아닌 자신의 부를 쌓고 있다면, 이는 국경을 넘은 자본과 통화의 흐름을 

저해하며, 기관들이 보다 개방되고 통합된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출처 : “The Limi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Rene M. Stulz,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Vol. 19, No. 1, Winter 
2007, pp. 8-15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작성함

≑≑ 가치 창출은 세 가지 주요 요소인 (1) 개방된 시장, (2) 고

품질 전략 경영, (3) 자본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 비교우위이론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쟁체제에서 국제무

역의 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기반이 된다. 

≑≑ 국제재무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

는 문화, 역사, 제도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모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

지만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는 큰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 정치적 위험과 같은 위험들을 마주하게 된다. 

≑≑ 다국적 기업은 제품, 생산요소, 금융자산에 대해 국내시

장이 가지는 불완전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는 전략적인 동기에 의해 일어

나며 라이선싱, 합작투자, 해외 인수, 신설투자의 행태

로 나타난다. 

요점

금융 글로벌화를 방해하는 

한 쌍의 대리인 문제

정부 지도자의 
행동

기업 내부자의 
행동

기업가치 상승

(내부자 가치는  
낮아짐) 

기업가치 하락

(내부자 가치는  
높아짐) 

요점  j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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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기업 및 국가의 내부자들이 그들의 영향력과 부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자본은 이들 국가나 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은 케냐의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하람

비(harambee)는 역사가 오래된 공동모금의 방식으로 여행

이나 의료비용과 같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금을 모금하

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카마(chama)가 있는데 이는 사적

인 모임에서 대출이나 투자를 위해 모금하는 것이다. 이 둘

은 모두 공동체의 근본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 공동체

가 온라인일 때,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신생기업(startup)이 힘들

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의 자본조달 대신 인

터넷을 기반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서유럽과 같이 체계화되고 발전된 시

장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때로 이러한 시장에서 규모가 

작고 혁신적인 신흥 기업은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제

약을 받는다.

공동체나 단체로부터의 모금은 아예 새로운 개념은 아니

다. 이러한 모금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를 통해 행해져 왔다. 예를 들어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사전 기부금 형식으로 그들의 작품을 위한 모금을 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자유의 여신상 건축비용을 크라우드펀딩 

형식을 통해 모금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을 위한 자본과 제도가 제한

되어 있는 신흥시장에서 신생기업의 재정을 지원할 때, 크

라우드펀딩이 활용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업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결국 이는 금융 글로벌화의 장

애물이 된다. 

다. 보다 확대된 국경 간 금융생태계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이 많은 기업이 원하는 자본을 제공할 경우 그 신흥국가의 

경영, 경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예 중 하

나가 바로 케냐이다. 

자본 생애주기

지난 20년간 금융혁신의 핵심은 신생기업이 생애주기 초반

에 조달이 가능한 자본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 

생애주기, 즉 기업이 설립되어 성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

본 및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공백은 신생기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도표 A는 영리기업의 자본 생애주기를 보여준다. 첫 번

째 단계인 ‘proof of concept’의 단계에서 기업의 설립자는 자

신의 돈을 투자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pre-seed’ 단계에서

는 친구과 가족 혹은 엔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된

다(angel financing). 엔젤 투자자는 개인 혹은 작은 집단의 

전문투자자로 신생 사업의 가장 초기에 투자하여 ‘수호신

(guardian angel)’의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러한 단계를 사업 발전의 ‘pre-seed’ 단계라고 한다. 

이후 ‘seed’의 단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본 및 자본조

달자의 공백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공백을 죽음의 골짜

기(Valley of Death)라 한다. 이 시기는 기업이 사업을 착수하

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운영이 불가능

사례

케냐의 크라우드펀딩1

1 Copyright ⓒ 2015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at Arizona State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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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수익과 현금흐름이 없다면 추가적인 투자자와 자본의 

접근성이 부족해진다. 많은 산업 국가의 시장에서 이러한 

공백을 크라우드펀딩이 채우게 되었다. 

유망한 기업의 경우 사업 착수 이후 빠른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근원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같은 자

본의 출처가 확보된다. 벤처캐피털리스트(Venture Capitalists, 

VCs)는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현금흐름이나 수익성에 있어

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신생기업의 지분율을 취득

하는 투자기업들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성장 가

능성이 크지만 그들의 잠재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을 필

요로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숙하

는 단계이다. 이 시기가 되어야 기업은 자본을 빌려준 은행

이 그 기업의 신용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매출 기록, 이익, 

현금흐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업이 주식

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최초공개발행(IPO)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제 기업의 생산이 시작되고 기업이 경

영상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이 입증되면 부채 및 은행 대출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초기 성장 단계에서 가

능한 한 많은 자본 보유를 필요로 하는 고성장 사업에서는 

채무 상환 의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만약 사업이 성장 가능성의 가치를 가진다면 사모(Private 

Equity, PE)를 눈여겨볼 수 있다. 사모기업은 기업발전 단계

의 후기에 크게 투자하는데 사모투자자들은 이미 성공적으

로 설립된 기업들이 기업전략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자본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는 많지 않으며 대신 기존 상장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투자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원칙

나는 크라우드펀딩이 개발도상국의 기업 문화 및 생태계 

생성을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자본제공의 멘토

십, 역량 구축 그리고 계속적인 감독 및 보고를 제공하는 

도표 A   자본 생애주기

Proof
of Concept

Pre-Seed Seed &
Startup

Early
Stage

Second
Stage

Late
Stage

Growth & Maturity

단계

자본의 
원천

자본의
구조

  

설립자

— 크라우드펀딩 —

..............모든 자본..................................................................................부채의 시작.............................................부채의 증가

수익

운영 현금흐름

이익

시간
시작

친구 & 
가족

(Angel 
Financing)

죽음의 
골짜기

벤처캐피탈
투자

사모 & 금융기관
(은행대출, 담보화된 
부채, 담보화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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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델 생성에 있어서 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개발 기

구들이 ‘제3의 신뢰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 Steve Case, Chairman and CEO, Revolution, and  

Founder, America Online2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구나 가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던 전통적인 ‘pre-seed’ 단계가 온라인을 

통해 확장된 것이다. 일명 크라우드펀딩 생태계(crowdfunding 

ecosystem)로 불리며 여전히 친구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찾아 자본을 필요로 

하는 신생기업과 연결지어 준다. 이때 기존의 전 세계 모든 

자본 모금이 가지는 규제, 제도 장벽, 제약, 비용을 생략하

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기부형식(donation-based), 보상

형식(reward-based), 대출 혹은 부채형식(loan or debt-based), 

주식형식(equity-based) 등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3

1. 기부형식. 비영리기업은 자금조달의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곤 한다. 기부자들은 다른 대가 없이 좋은 

감정과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2. 보상형식. 보상형식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그 대가

로 특전, 혜택, 티셔츠, 티켓, 백스테이지 패스 등의 작

은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성공한 플랫

폼의 예로 작품 및 프로젝트의 기금을 조달하는 미국의 

Kickstarter가 있다. 기부형식과의 공통점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그 대가가 전혀 없거나 특전이

나 상품권과 같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부채형식. 부채 혹은 대출형식의 크라우드펀딩은 원금 

회수를 대가로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

다. Grameen Bank와 같은 소액금융기업은 신흥시장에

서 이러한 구조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였

다. 투자자의 원금 회수는 대부분 보장이 되지만 kiva.org

의 사례도 있었듯이 ‘투자자’에게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4. 주식형식.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지분율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

며 투자자는 의결권과 함께 비록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기부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이며,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한 투자자들이더라도 기대하는 수익이 있으며, 사업 계

획이나 그 전망은 엄격하게 평가받는다.

마지막 두 가지 형식은 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이를 투자지향 크라우드펀딩(Investment-geared 

Crowdfunding, IGCF)이라고 한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 시

장을 기반으로 한 경우 주식형식의 크라우드펀딩이 경제적 

발전가능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필요요건

주식형식의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1) 명료하고 잘 갖춰진 크라우드소싱 생태계, (2) 믿을만

한 사업 계획과 경쟁 분석, (3)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신뢰

할 수 있고 몰입도가 높은 기업가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진정한 장점은 인터넷을 통해 지역, 통

화, 국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태계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국가의 재무 및 투자 구조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광고의 바

이러스성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영리기업이 투자대상인 만큼 성공적인 크라우드펀

2 Crowdfunding’s Potential for the Developing World, infoDev/The World Bank, by Jason Best, Sherwood Neiss, and Richard Swart, Crowdfunding 
Capital Advisors (CCA), 2013.

3 “Issue Brief: Investment-Geared Crowdfunding,” CFA Institute,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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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생태계는 여전히 경험의 공유, 문화, 민족성, 디아스포라

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4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영리

기업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때 ‘좋은 일을 위한 선물’의 형식

에서 투자의 형식으로 바뀔 때에는 그 관계나 연결망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사업 계획이 명료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그 집단의 무모한 행동이 아닌 참여자 수와 정보, 의지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

정 인원이 모였다면 그들은 그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사업

을 제안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업의 경영

자는 정교한 사업 계획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업 계획

은 앞으로의 수익성, 재정적 전망, 경쟁분석을 포함해야 하

며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판매, 비용관

리, 경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진정 믿을 수 있고 헌신적인 기업가에

게서 이루어진다. 정교하며 매우 혁신적으로 계획된 사업도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기업가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록펠러, 게이츠, 잡스 혹은 저커버그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헌신, 열정, 갈망이 그 DNA 속에 내재되

어 있어야 한다. 

케냐의 도전

케냐는 자본이 부족하고 새로운 사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시장과 다를 바 없었다. 규모가 크

고 가장 발달된 선진공업국에서조차 중소기업과 같은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경

제가 급성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케냐의 자본 접근성은 매우 

낮았다.

일련의 평가와 경쟁을 거쳐, Crowdfund Capital Advisors 

(CCA)의 지원하에 케냐기후혁신센터(Kenya Climate 

Innovation Center, KICC)를 통해서 네 가지 시험적인 크라

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세계은행그룹의 

‘정보 및 개발 프로그램(infoDev)’에 의해 주도되었다.

≑≑ Lighting Up Kenya. 케냐의 태양 발전에 동참하세요. 경

유 램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kynotch Energy Africa의 공동 설립자인 Patrick Kimathi

는 태양 램프를 통해 실내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자 한다.

≑≑ Wanda Organic. 토양 살리기—기후 스마트 농업. 생명유기

화학 비료와 생명공학을 통해 케냐의 농부들을 도와주세요. 

Wanda Organic의 설립자인 Marion Moon은 케냐의 토

양 질을 높임과 동시에 농부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그들 

가족의 소득을 올리고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 Briquette Energy Drive. 농업 자원 폐기물로 만들어진 바이

오매스 연탄은 석유, 석탄으로 만들어진 화석 연료의 대체

물로 더 뜨겁고, 깨끗하게 오랫동안 탈 수 있습니다. Allan 

Marega는 Global Supply Solutions의 상무이사로 석탄

과 장작을 대체할 수 있는 연탄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iCoal Concepts. iCoal Concepts사의 전략 혁신 부문 이사

인 James Nyaga는 재활용 석탄의 재를 사용하여 더 밀도

가 높고 오래 타며 연기와 향이 없는 연탄을 만들어 실내

의 공기오염을 줄이고자 한다.

케냐의 프로젝트들은 신흥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시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과연 크라우드펀딩이 글로

벌 경제에 지속적인 금융발전을 가져올지는 시간과 경험만

이 알려줄 것이다.

4 Crowdfunding Investing for Dummies, Sherwood Neiss, Jason W. Best, Zak Cassady-Dorion, John Wiley & Sons, In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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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국적 기업이 가지는 글로벌화의 위험. 글로벌화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다국적 기업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는가?

2.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 그리고 운영. 글로벌 시

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운영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3. 유로통화와 유로통화시장. 주요 유로통화는 무엇이 있

는가? 유로통화시장이란 무엇인가?

4.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시

스템의 자산 및 기관의 약점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5. 다국적 기업과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 대부분

의 다국적 기업은 유로통화로 대출을 받거나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을 따르는 변동 이자율의 유로

채를 발행한다. LIBOR 스캔들이 다국적 기업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라. 

6. LIBOR 스캔들, 그 이후. 영국 정부가 LIBOR 스캔들 이

후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폐지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

인가?

7. 비교우위의 한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그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 외에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우위가 가지는 

네 가지 주요 한계점을 설명하라. 

사례 문제

1. 크라우드펀딩은 기업 발전의 자본 생애주기 중 어느 단

계에 속하는가?

2. 크라우드펀딩은 모두 독특한가? 기존의 자금 유통 방식

과 비교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3. 신흥시장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8. 21세기의 비교우위. 비교우위이론에 근거하여 다국적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일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과

정을 설명하라. 

9. Ganado사의 글로벌화. Ganado사의 글로벌화 과정에 대

한 이 장의 설명을 읽고 국제 기업, 다국적 기업, 글로

벌 기업 간의 차이를 설명하라.

10. 다국적 기업과 아웃소싱. 글로벌 아웃소싱이 기업이 다

국적 기업으로 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11. 시장 조건.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시장의 불완전성과 비효율성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12. 왜 해외로 가는가? 왜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 되는가?

13. 기업의 투자 동기.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의 동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14. Ganado사의 단계. Ganado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거친 단계를 설명하라. 각 단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인가?

15. 금융의 글로벌화. 한 쌍의 대리인 문제(twin agency 

problem)란 무엇인가? 그 문제가 금융의 글로벌화를 방

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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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데이트 비용 비교하기. 국가 간의 가격이나 비용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통화를 하나의 공통 통

화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 간에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Deutsche Bank는 최근 들어 저렴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2명의 사람이 도시에서 맥도날드에서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맥주를 마시는 데이트). 총비

용(cheap date)이 미국 달러로 환산될 때, 전 세계의 데

이트 비용은 뉴욕의 데이트를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해 

진다. 

 아래의 표를 작성한 후 질문에 답하라.

a. 표에 있는 도시 중 데이트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인가?

b. 표에 있는 도시 중 데이트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

c. 러시아 모스크바의 환율이 0.0283이 아닌 0.04200

문제

나라 도시

현지 통화로 

표시된 데이트 

비용 환율 호가

2014년 4월 7일
의 환율 USD 가격

뉴욕의 

가격 대비 

데이트 비용

호주 시드니 AUD111.96 USD = 1 AUD 0.9290 104.01 11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BRL135.43 USD = 1 BRL 0.4363 __________ __________

캐나다 오타와 CAD78.33 USD = 1 CAD 0.9106 __________ __________

중국 상하이 CNY373.87 USD = 1 CNY 0.1619 __________ __________

프랑스 파리 EUR75.57 USD = 1 EUR 1.3702 __________ __________

독일 베를린 EUR76.49 USD = 1 EUR 1.3702 __________ __________

홍콩 홍콩 HKD467.03 USD = 1 HKD 0.1289 __________ __________

인도 뭄바이 INR1,379.64 USD = 1 INR 0.0167 __________ __________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DR314,700 USD = 1 IDR 0.0001 __________ __________

일본 도쿄 JPY10,269.07 USD = 1 JPY 0.0097 __________ __________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MY 117.85 USD = 1 MY 0.3048 __________ __________

멕시코 멕시코시티 MX 423.93 USD = 1 MX 0.0769 __________ __________

뉴질랜드 오클랜드 NZD 111.52 USD = 1 NZD 0.8595 __________ __________

필리핀 마닐라 PHP1,182.88 USD = 1 PHP 0.0222 __________ __________

러시아 모스크바 RUB2,451.24 USD = 1 RUB 0.0283 __________ __________

싱가포르 싱가포르 SGD77.89 USD = 1 SGD 0.7939 __________ __________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ZAR388.58 USD = 1 ZAR 0.0946 __________ __________

영국 런던 GBP73.29 USD = 1 GBP 1.6566 __________ __________

미국 뉴욕 USD93.20 1 USD 1.0000 93.20 100%

미국 샌프란시스코 USD88.72 1 USD 1.0000 __________ __________

출처 : The Random Walk와 Mapping the World’s Price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 5월 9일 Deutsche Bank Research의 그림 30과 그림 32를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

하였다. ‘뉴욕의 가격 대비 데이트 비용’은 (미국 달러로 환산된 데이트 비용)/(93.20)로 계산되었다. 

주 : 데이트 비용(cheap date)은 2명의 택시비, 맥도날드의 2개의 햄버거와 음료, 두 장의 영화표 그리고 두 잔의 맥주 비용을 현지 통화로 나타낸 것이다. 2013년 

Deutsche Bank는 장미 한 다발을 보내는 비용까지 포함했었지만 2014년에 이 비용은 제외되어 두 해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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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이익 일본 자회사 영국 자회사 유럽 자회사 중국 자회사 러시아 자회사 미국 자회사

2013 JPY1,500 GBP100.00 EUR204.00 CNY168.00 RUB124.00 USD360.00

2014 JPY1,460 GBP106.40 EUR208.00 CNY194.00 RUB116.00 USD382.00

(b)

환율 JPY = 1 USD USD = 1 GBP USD = 1 EUR CNY = 1 USD RUB = 1 USD USD

2013 197.57 1.5646 1.3286 6.1484 31.86 1.0000

2014 105.88 1.6473 1.3288 6.1612 38.62 1.0000

비교우위

문제 3~7번은 비교우위의 영향을 받은 거래의 예를 들고 있다.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중국과 프랑스는 각각 

1,000단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단위의 생산시설(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을 포함)당 중국은 장난감 10컨테

이너, 와인 7병만큼 생산할 수 있고 프랑스는 장난감 2컨테이너, 와인은 7병만큼 생산한다. 즉, 장난감의 경우 중국이 프랑스

보다 5배 효율적이며 와인은 두 나라의 효율성이 동일하다. 먼저 둘 간의 거래가 전혀 없음을 가정하자. 중국은 장난감 생산에 

800단위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며 와인 생산에는 200단위의 생산설비를 사용한다. 반면, 프랑스는 장난감에 200단위, 와인에 

800단위를 사용한다. 

일 때,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가격은 얼마인가?

d. 상하이의 환율이 CNY6.66=1USD일 때, 미국 달러

로 환산한 가격은 얼마이며 이는 뉴욕에 비교하여 

어떠한가?

2. Blundell Biotech. Blundell Biotech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으로 많은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표 (a)에는 2013년과 2014년의 Blundell Biotech 자회사

의 수익이 현지의 통화(백만)로 표시되어 있다. 

 통통화별 환율은 표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자

3. 생산량과 소비량. 무역이 없을 경우 중국과 프랑스 각각

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어떠한가?

4. 전문화. 중국은 장난감만을, 프랑스는 와인만을 생산하

는 완전한 전문화를 가정할 때 총생산량은 어떻게 변하

는가?

5. 중국 내 가격으로의 거래. 중국 내 장난감 10컨테이너의 

료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라.

a.  Blundell Biotech의 2013년과 2014년의 연결 수익

은 미국 달러로 얼마인가?

b. 두 해의 환율이 동일했다면 ‘환율변동이 없다는 전

제하에서’ 기업 수익의 변화는 어떠한가?

c. 문제 (b)의 결과를 이용하여 Blundell Biotech의 수

익 증가율을 현지 통화 소득과 환율의 영향으로 구

분할 수 있는가? 

가격은 와인 7병과 동일하다. 중국이 장난감을 10,000

컨테이너 생산하고 프랑스에 2,000컨테이너를 수출하

며, 프랑스는 와인을 7,000병 생산하고 1,400병을 중국

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총생산량과 소비량은 어떻

게 변하는가?

6. 프랑스 내 가격으로의 거래. 프랑스 내 장난감 2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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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가격은 와인 7병과 동일하다. 중국이 장난감을 

10,000컨테이너 생산하고 프랑스에 400컨테이너를 수

출하며, 프랑스는 와인을 7,000병 생산하고 1,400병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총생산량과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7. 협상된 중간가격으로의 거래. 아래의 표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의 협상된 중간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총생

산량과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가정
장난감(컨테이너/
생산설비 1단위)

와인(병/생산
설비 1단위)

중국-생산설비 1단위 당  
생산량

10 7

프랑스-생산설비 1단위 당  
생산량

2 7

중국-총투입량 1,000

프랑스-총투입량 1,000

8. Peng Plasma 가격결정. Peng Plasma는 플라스마 절단 토

치를 제조하는 중국의 사기업이다. 지난 8년간 PT350 

토치의 가격은 중국의 인민폐 기준으로 개당 Rmb 

18,000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생산비용을 절감하려 노

력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투입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미국 달러에 대한 중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변하였다. 매년 인민폐 기준 제품 가격은 동일하

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표를 완성한 후 다음 질문에 답 

하라. 

a. Peng의 가격 전략은 달러화 표시 가격(US$)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달러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b. Peng의 가격 전략은 Peng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9. 안드레아스 델론이 받게 될 보상. 안드레아스 델론은 프

랑스의 제약회사 LakePharma에 CEO로 와 달라는 제

안을 받은 프랑스인이다. LakePharma는 전 세계의 제

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고품질 화학 약품을 생산한다. 

LakePharma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약품은 스위스에 판

매된다. 즉, 이는 델론이 스위스 기업으로 제품을 판매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

는 자신의 보수를 스위스 프랑(CHF)이 아닌 유로로 지

급받기를 원한다. LakePharma는 이에 동의하여 그의 

보수를 유로화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에게 지급될 판

매수수료와 보너스(그가 받게 될 기본 보수의 약 25%)

는 스위스 프랑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안드레아

PT350 플라스마 절단용 토치에 대한 인민폐 가격은 동일함

연도 비용(Rmb) 이익(Rmb) 가격(Rmb) 이익(%)

평균환율

(Rmb/US$) 가격(US$)

US$ 가격의 

변화율

2007 16,000 2,000 18,000 11.1% 7.61 2,365 __

2008 15,4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95 __________ __________

2009 14,8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83 __________ __________

2010 14,7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77 __________ __________

2011 14,2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46 __________ __________

2012 14,4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31 __________ __________

2013 14,6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15 __________ __________

2014 14,800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6.16 __________ __________

누적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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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혹은 보수 전체를 유로로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

다. 당신은 안드레아스에게 어떠한 결정을 권유하겠는가?

연도 유로(백만) 환산 €1=CHF 백만 CHF 환산

2015 €1,000 1.05 CHF

2016 €1,100 % 1.06 CHF %

2017 €1,250 % 1.07 CHF %

2018 €1,300 % 1.08 CHF %

EuroVirtual

문제 10~14번은 프랑스의 IT 관련 다국적 기업인 EuroVirtual에 관한 문제이다. EuroVirtual은 본국인 프랑스와 더불어 스위스, 영국, 덴마크에 자회

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범유럽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Euronext)에 650,000주가 상장되어 있다. 다음 표는 EuroVirtual의 경영성과를 보여준다. 

프랑스 모회사

(유로, €)

스위스 자회사

(스위스 프랑, CHF)

영국 자회사

(영국 파운드, GBP)

덴마크 자회사

(덴마크 크로네, DKK)

자국 통화로 표시된 세전이익(EBT, 천) EUR2,500 CHF400 GBP2,100 DKK4,500

법인세율 33.3% 25% 20% 23%

EUR1당 평균 환율 _ 1.0335 0.7415 7.4642

10. EuroVirtual의 총소득. EuroVirtual은 나라별로 다른 세

율을 가지고 있다. 

a. 세금 공제 후 주당 이익은 몇 EUR인가?

b. EuroVirtual의 총세전이익(EBT) 중 각 나라가 차지

하는 정도를 구하라.

c. 프랑스 외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이익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11. 환율에 대해 EuroVirtual의 EPS가 가지는 민감도(A). 

2015년 1월 15일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2011년부

터 CHF1.20/€로 유지된 스위스 프랑의 동결을 풀 것

을 결정하였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런 결정을 뒤집

고 이전의 환율연계제도(peg)를 다시 선택한다고 가정

하자. 이는 환율, 세율 그리고 이득이 모두 일정할 때 

EuroVirtual의 연결 EP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환율에 대해 EuroVirtual의 EPS가 가지는 민감도(B). 스

위스에 치명적인 기후재해가 발생하여 모든 농업 및 식

품업 산업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 쇠퇴기를 맞아 스위스 

프랑의 가치까지 하락하게 된 상황을 가정하자.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CHF1.2/€로 하락하고 스위스의 세전이

익이 반으로 준다면 이는 EuroVirtual의 연결 EPS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EuroVirtual의 EPS와 유로의 가치상승/가치 하락. 2003

년에 처음 나타난 이후 다른 통화와 비교된 유로의 가

치는 계속 변해왔다.

a. 유로에 대한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가 모두 15% 상

승할 때 이는 EuroVirtual의 연결 EPS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b. 유로에 대한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가 모두 20% 하

락할 때 이는 EuroVirtual의 연결 EPS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14. EuroVirtual의 글로벌 과세와 유효세율. 모든 다국적 기

업은 조세채무를 줄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설정한 가

정들을 기반으로 다음 EuroVirtual의 글로벌 조세채무

와 관련된 문제에 답하라. 

글로벌기업재무1-12.indd   28 18. 8. 7.   오전 11:01



제 1 장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 : 기회와 어려움  j  29

a. EuroVirtual이 지불하는 소득세는 전부 몇 유로 

인가?

b. 유효세율은 얼마인가?(세금 공제 전 소득에서 세금

이 차지하는 비율)

1. 국제자본 이동 : 공적과 사적. 주요 다국적 기업은 글로

벌 자본 투자의 상대적 움직임과 그 규모를 관측한다. 

다음 사이트 및 다른 사이트를 참고하여 선진국의 자본

이 저개발국가와 신흥시장에서 배치되는 과정을 두 장 

분량으로 정리하라. 이때 ‘저개발국가’와 ‘신흥시장’ 간 

주요 차이점이 있는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OECD  www.oecd.org

 European Bank for  www.ebrd.org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 대외채무. 세계은행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외채

무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매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에서는 폴란드와 같이 특정 국가를 대

상으로 장·단기적 대외채무를 요약해서 제공한다. 다

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의 대외

채무에 대해 찾아보라.

 세계은행 www.worldbank.org/data

c. 영국이 법인세율을 10%로 줄여 EuroVirtual의 영국 

자회사가 이룬 세전이익이 GBP3,000,000으로 상

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EuroVirtual의 EPS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세계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세계 경제의 전망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

으로 발표한다. 관심 있는 국가를 선택한 후 IMF의 최

근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다가올 경제 전망에 대한 개인

적인 견해를 정리해보라. 

 IMF Economic Outlook   www.imf.org./external/
index.htm

4. Financial Times Currency Global Macromap. Financial 

Times는 유용한 정보인 전 세계 통화의 실시간 가치와 

그 변동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사용하여 

통화의 변동 상황을 관측해보라.

 Financial Times   markets.ft.com/research/
Markets/Currencies

인터넷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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