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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금융IT의 혁신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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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그 활용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노리며 공동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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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의 역할이 혁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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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발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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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포럼 2015가 2015년 11월
서울 삼성동에서 열렸다.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IT인력 확보전 점화
세계는 지금 정보기술(IT) 인력 대란에 빠져 있다.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T 강국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는 IT 관련 각 전문 분야 인재 영입과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태다. IT 인재 확보전 현장을 짚어 본다.
글 류경동 전자신문 IP노믹스 편집장 사진 한경DB

앞다퉈 컴퓨터적 사고력 및 SW 개

가 SW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물인

발력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IT의 핵심 역량은‘소프트웨어

터넷(IoT)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디

나서는 상황이다.

(SW)’
에서 나온다. 구글과 페이스

지털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창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SW

조경제 시대를 맞아 컴퓨터적 사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유명 기업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고능력 필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가 역시 코딩을 권하면서 프로그

이고 인류 역사까지 새롭게 쓰는

우수한 SW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

래밍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계획에 돌입했다.

성이 시급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SW 중심사

일상생활부터 의료, 국방, 우주 등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회 주역 양성을 위한 SW 인재 양

‘교육’
부터 뜯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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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과 차별화된 창의적 문제

하지만 2007년 ICT 활용교육지침

사회는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

해결능력 습득을 위한 교원·교재

이 폐지되자 2000년대 초 80%를

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교

선회하던 선택률이 2012년 중학교

다. 더는 컴퓨터가 특정 분야와 학

원 부족이 심각하다.

8%, 고등학교 5%로 급락했다.

문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의료 등

초·중등 ICT-SW 교육 강화를 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초·중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서비

한 실천방안 기획연구에 따르면

생 대상의 SW 교육으로 창의적 아

스와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중등학교

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는 문

전문가들은 기존의 경직된 교과목

전체 정보·컴퓨터 교사는 3,890명

제해결력을 갖춘‘미래형 창의인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다

으로 2005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재’
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한 SW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

제안한다.

2000년 실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 30%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는 ICT 활용교육이 포함돼 있다.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6,000명

학생의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SW

중학교에서는‘컴퓨터’
, 고등학교

에게는 SW 심화연수도 실시할 계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부터 불

에서는‘정보사회와 컴퓨터’
라는

획이다. 부족한 중학교 SW 교사는

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선택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연차별

했다. 컴퓨터적 사고력의 기반이

중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정보’

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컴퓨터,

되는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과목이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통신망 등 학교 인프라 실태를 하

비판적 사고력 등을 키우기 위해

생활교양영역 기술·가정교과 심

반기에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지

유연한 학습활동 공간과 충분한

화선택과목으로‘정보’
, 과학탐구

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역 심화선택과목으로‘정보과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ICT 인력

실제로 SW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과목이 운영됐다. 4,000여 명

양성팀장은“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의 정보·컴퓨터표시과목 교사가

K-ICT 전략으로 ICT 분야를 선도

과거 입시 위주 교육방식, 집체식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할 창의 R&D 인재와 산업 수요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총 수요 전망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

IT, 소프트웨어가 기본⋯

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W 중심

47만
100명

2015년

49만
3,400명

2016년

51만
1,900명

2017년

53만
500명

2018년

자료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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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역량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CISO의 기근은 국내뿐만

성할 것”
이라며“산업 현장 요구와

2014년 말부터‘CISO 신고의무화

최근 CIO와 CISO의 겸직 금지 조

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

대학 교육을 일치시키는 게 핵심”

제도’
를 시행 중이나 시장의 수요

치는 임원급 CISO의 품귀 현상을

상이다. 미국 헤드헌터 전문업체

이라고 밝혔다.

를 모두 채울 만한 인력이 턱없이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실

CT파트너스의 피터 메츠거(Peter

부족한 상태다.

무자급 CISO가 늘어나는 부작용

Metzger)는“CISO의 보수가 거의

CISO, 기근 사태 심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날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며“최

최근 들어 보안문제가 IT 분야의

CIO가 CISO를 겸직하는 경우가

아무리 인력난이 심해도 CIO와

근 들어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

최고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에

흔치 않게 목격된다. 특히 금융권

CISO의 역할은 확연히 구분돼야

업 CISO의 평균 연봉이 이전보다

서만 총 4,100여 개 기업이 최고정

에서는 총자산 2조 원 이상, 종업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분의 1이나 많아졌다”
고 밝혔다.

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원 수 300명 이상이면 CIO와

구태연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T 인력 확보 세계대전 점화

없이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미

있다.

CISO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

“예컨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대형 금융사와 헬스케어업체, 대형

최근 들어 주요국 정부들이 앞다

국이 이처럼 엔지니어와 수학자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

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여전히 최

CIO는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보험사가 CISO에 100만 달러 이

퉈 SW와 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등 이공계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

호법 등에 따라 주요 대기업 및 금

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의 연봉을 지급해 평균 보수의

‘IT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하려는 이유는 이 분야의 미국 내

융사들은 이전까지 IT 부문 관리

(CFO)를 제외한 다른 C레벨에 대

를 판단해야 한다”
며“반면 CISO

급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국

석·박사학위 취득자 절반 이상이

를 담당해 왔던 최고정보관리책임

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는

는 보안 측면에서 정보보호 취약

다른 산업계의 CISO 평균 연봉도

내에서 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각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공

자(CIO) 외에 CISO에게 막강한 권

경우가 많다.

점 분석이나 평가, 개선책을 마련

50만~60만 달러로 2013년보다

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을 부여, 서로 독립적으로 업무

특히 CIO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하고, 침해사고 예방책을 제시하

2~3배 가까이 뛰었다.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중국은 2008년부터‘천인계획(千

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다.

활용해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는 역할을 맡는다”
고 말했다.

최근 야후의 CISO였던 알렉스 스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人計劃)’
이라는 범국가적 프로젝

CISO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

CISO는 회사의 정보보안과 관리

주요 정보 암호화 가능 여부와 보

타모스(Alex Stamos)가 페이스북

동원하고 있다.

트를 진행 중이다. 천인계획이란

립·운영하며 정보보호 취약점을

를 책임지는 역할로 서로 견제해

안서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으로 전격 스카우트되면서 양사

일본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IT 인력 1

‘1,000명의 세계 최고급 인력을 중

분석·평가·개선하는 전문가다.

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두 직책을

역시 CISO의 몫이라는 게 구 변호

간 감정싸움의 양상으로까지 간

만 명 유치를 포함해 2020년까지 IT

국에 유치하자’
는 뜻으로 중국 공

또한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사전

겸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사의 설명이다.

것은 CISO 기근 현상을 단적으로

업계 외국인 수를 현재 3만1,500여

산당 총서기의 비서실 격인 중앙판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게 주요

명에서 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

공청이 주도하고 있다. 천인계획은

외신의 분석이다.

이다. 또한 2019년까지 IT 등의 전

총 6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미국은 업계 3위 유통업체 타깃

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고

있는데 이 중‘국가중점 혁신항목

각국 IT 인력 확충 전략 및 계획

미국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석·박사에게 영주권 부여

(Target)의 신용·직불카드 정보유

등교육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
와‘외국 전문가 천인계

•IT 분야 외국 박사 취득자에게 비자 무제한 허용

출사건을 비롯해 홈디포, 소니픽처

미국도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획’2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IT

일본

•기술자·교수 등 고급인재 영주권 신청 요건 완화

스사건 등으로 기업 내 사이버 보

등 이른바 스템(STEM) 분야의 우

전문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안 리스크가 증가했다. 여기에 최

수 인재를 잡기 위해 체류자격을

유럽은 IT 인재 육성을 위해 IT 관

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 내

완화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오

련 수업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영

에 정보 유출내역을 공개하는 내

바마 행정부는 2013년 의회에 제

국이 2014년 9월부터 코딩을 가르

용 등이 담긴‘사이버보안강화법’

출한 이민개혁법안을 통해 스템

치는 컴퓨터 수업을 초·중·고교

을 제안하면서 CISO 특수 바람이

전공의 석·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더욱 거세졌다. 2014년 6월 기준

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프랑스 역시 2016년 9월부터 SW

안전관리임원(CSO)이나 CISO를

을 주기로 했다. 미국이 아닌 외국

프로그래밍을 중학교 정규 과목으

고용 중인 곳은 미국 전체 기업의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이민

로 지정하도록 최근 교육과정을

28%에 불과하다.

신청자에게는 비자를 쿼터와 관계

개편했다.

•2020년 IT업계 외국인 수 6만 명으로 확대

중국

•2008년 IT 전문인력 등‘천인계획(千人計劃)’
수립

영국

•2014년 9월 초·중·고 컴퓨터 수업 필수과목 지정

프랑스

•세계적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000명 유치 전략

•2016년 9월 소프트웨어 정규 과목으로 지정
자료 : 한국경제신문

4

Financial IT Frontier·2016 NEW

CISO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며 정보보호 취약점을
분석·평가·개선하는 전문가다. 또한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사전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도 2014년 말부터
‘CISO 신고의무화제도’
를 시행 중이나 시장의
수요를 모두 채울 만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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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이용한
금융IT 혁신 전략

발 전 과정을 클라우드상에서 진행

신속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발자 지원 강화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금융권에서
는 직원 간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
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대표적 퍼
블릭 클라우드인 AWS를 이용해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진흥법’
이 통과되고, 이로 인해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시장의 적극적 진출을 노리고 있다. 바야흐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는 금융회사 IT에 다양한 기회와 복잡하고 경험하지 못한
과제도 함께 던져 줄 것이다.

위험관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APIS

4회에서 2020년 120회로 30배

•설치, 구성 및 관리

증가 전망

•서비스 이식성 및 유연성

•2015년까지 코드의 50~70%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정도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
•애플리케이션 이식성과 벤더

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가

고착 지양을 위해 유연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
개발 환경 제공
- 개발언어, DM, MQ 등

아키텍처 선호

서비스 카탈로그폼
Rapid application and service creation

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로 인해 본

글 박관종 한국HP 상무

•개발을 위한 기반 인프라 제공

•애플리케이션 릴리스가 2010년

국내 금융권의 경우 일부 금융사들
상화(Virtualization) 위주로 진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서비스

Simplified Operation

격적인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서비스 제공 자동화
•신속한 서비스 생성

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5년
7월 22일 시행한‘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을통

서비스 구축에서 내부 서비스

(IaaS

해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

제공자로 IT 조직 역할 전환

(PaaS

)에 개발 플랫폼

려 등으로 금융권 도입이 다소 더디

)을 확장 구축함으

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나 여러 해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latform as a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후 규제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IT 서비스

로써 통합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

외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있고, 국내

소셜 네트워크, 모빌리티와

미국은 고객 불만 정보를 관리하고,

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체 클라

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기존의 사

뤄지는 CI·CD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관련 법규도 완화되고 있어 조만간

더불어 차세대 IT로 각광받고 있으

불만 패턴을 분석해 고객만족도를

우드 구축은 물론 해외 클라우드 서

내(On Premises) 구축 및 외부 서비

Deployment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

며, 클라우드는 다른 기술의 근간을

제고하는 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비스 사용도 가능해져 이제 국내에

스 도입도 가능해짐에 따라 IT 조직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가들은 예상한다.

이루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은

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

서도 클라우드 도입이 보다 원활해

의 역할은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함에 따라 애플

각 금융사의 IT 환경에 맞춰 관련

행권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

며, 시티은행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

졌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

중계 서비스(Brokerage Service) 제

리케이션의 릴리스 횟수도 2010년

법규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

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계 서비스

연4회에서2020년120회로30배가

한 후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모델을

는 단순히 외부 서비스를 소개하는

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고려한 클라우드 전략 로드맵 수립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 거버넌스와

CI·CD 환경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안등의IT표준에가장잘부합하

것으로전망된다.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이때 위

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는 역

이에 따라 IT 운영조직도 전통적 구

험 부담이 적은 실현 가능한 영역을

할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서비스와

분자인 인프라운영팀과 애플리케이

선정하고, PoC

의 연계를 위한 API 개발 및 데이터

션운영팀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

술적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통합까지지원하는경우도있다.

어나 DevOps(Development +

검증한 후 적용해 기업 내 클라우드

Operati-ons)의 개발과 운영이 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서비스 개발 위한

밀하게 협업하는 체계로의 변화가

이로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

개발자 지원 강화

요구된다.

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존 IT 조직

서비스 구축에서 내부 서비스제공자로 IT 조직 역할 전환

서비스
카탈로그

개발
플랫폼
핵심 성공 요인

내부 서비스제공자
비즈니스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데이터 통제
•규정 준수
•기업문화

I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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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거버넌스
•민첩성

SaaS

SaaS

Private
Cloud

•서비스 표준화 및 자동화
•Public Cloud 서비스 포용
•IT 서비스 구축보다 IT 서비스
관리 및 거버넌스에 집중

•지적 자산 보호
•전문성
•데이터 보안

Private
Cloud

Private
Cloud

•유연성 및 이식성을 고려한 설계

Private
Cloud

Proof of Concept

를 통해 기

의 역량 및 체계에 대한 변화의 충

또한 클라우드 기반에서 다양한 서
비스 개발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단계적 접근 필요

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향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보다 민첩하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전히 기술에

후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

게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클라우드

대한 불확실성이나 보안에 대한 우

가 필요하다.
www.koscom.co.kr

7

Issue & Trend

People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6년 금융IT 감독 방향
자율보안체계 금융권에 뿌리 내리도록 추진
금융감독원이 2015년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 상품 전략이 아닌 품질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만나 2016년 금융IT 감독 방향을 들어본다.
글 권순주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Q
금융IT 부문은 2015년 사전 규
제를 사후 규제 및 책임 강화로
전환하고, 금융회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했습니
다. 2016년 감독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A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6년에도 금융IT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보안체계가 금융권에 뿌리 내리도
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독 목표입니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실
명 인증 등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방안 마련에도 힘쓸 것입니
다. 국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등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도 중요 과제입니다. 금융
업계 및 유관기관 등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도 지속해야 한다.

금융감독과 관련해 2015년

휘할 수 있는 혁신 기반을 조성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금융 규

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

제 완화’
와‘금융 혁신’
이었다. 그

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Q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보험 온라인

간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

고객에게 제공해 국민들이 금융

슈퍼마켓 출시, 대체거래소 도입 등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 금융 규제

개혁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

2016년에도 금융 부문에서 격변이 예

를 사전에서 사후로 완화하는 한

다고 밝혔다. 2016년 금융산업에

상됩니다. 2015년 핀테크로 촉발된

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

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

금융서비스 개방 열풍이 실제 성과로

관리계좌,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화, 가계 및 기업부채 등 대내외 리

나타날지도 관심사입니다. 2016년 금

등으로 핀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스크에 대비해야 하며, 금융소비

융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회사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

A 은행 간 계좌이동은 더욱 편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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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을
시작으로 은행총괄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서민금융지원국장,
기획조정국장을 거쳤다.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해 경제기획원장, 은행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표창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서민금융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채화로 사는 날>,
<기다림 근처> 등 4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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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People

해지고, 핀테크기업을 통한 외화
이체가 가능해지는 등 국민이 일
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속속 도
입될 것입니다. 2015년 금융당국
에서는 IT와 금융의 융합지원정책
을 시행했는데,‘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
용’
‘보안성 사전 심의 폐지’등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IT사업
추진 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확립, 자체 위험평가 및 통제,
충분한 테스트 등을 수행토록
사전 지도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점포, 태블릿 PC를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과 이동점포 등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영업 방식
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SNS,
통신사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제공할 핀테크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의 제휴 협력 서
비스 출시에도 역량을 모을 것입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토양 마련에

니다.

기여했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이

Q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행태 및 건

금융 현장과 소통해 금융회사의

전성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적극 지원한

는지요?

결과겠지요.

A 핀테크산업의 출현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은 IT·금융 융합 관련

에 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를 야기

금융거래 및 규제환경을 종합 개

하므로 경쟁 서비스 출현에 따른

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

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다. 계좌이동, 비대면 실명인증 등

나아가 핀테크산업을 신성장동력

의 금융 편의수단은 이용고객의

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를 활용해 금융회사에 업무 제휴

이탈을 더욱 편리하게 하므로 금

추진에 따른 IT 운영 리스크가 증

Q 2015년 IT 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금융회사

있습니다. 2016년에도 사전·획일

를 제안하는 등 핀테크산업의 주

융회사가 스마트한 금융소비자에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를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금융업계의

들은 점검시기를 자율로 정해 업무

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

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

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수익성 악

전자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라 신규

이해는 어느 정도였으며, 성과가 있었

부담이 크지 않았고, IT 부문 내부

사 및 핀테크기업의 자율성을 보

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IT·비금

화가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는지요?

통제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

장하되 사후 책임은 강화해 소비

융회사와의 협력 또는 경쟁관계에

능성도 있지요. 따라서 기존 금융

공격이나 정보 유출 등 IT 보안 리

A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IT 부

습니다.

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서 업권을 초월한 새로운 영업환

회사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소

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도입해 금

Q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IT 보안검사

않도록 감독 방향을 수립할 계획

경에 직면했지요.

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IT사업

융회사가 IT 보안 취약점 등을 자

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요?

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이에 상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지

추진 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율 점검하고, 스스로 개선 및 시정

A 금융감독원은 2015년과 마찬가

Q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로 앞으로 금

존 금융회사들은 보유고객과 금융

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느 때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확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로 2016년에도 컨설팅 방식으로

융회사 영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한‘온라인

보다 중요합니다.

립, 자체 위험평가 및 통제, 충분

에는 3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

IT 부문 실태평가 및 IT 검사를 실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확장 및 제휴 협력모델 강화’

Q 금융환경 변화로 내부 IT환경도 급

한 테스트 등을 수행토록 사전 지

개 분야 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시하고, IT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A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는 기존 금

에 영업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도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

수립·점검토록 했습니다. 점검 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

융업권의 경계를 허물고, 영업채

근 온라인 채널의 영업 확대로 고

못한 IT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금융감

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과 대체로 적정했으며, 일부 미흡

다. 취약 부문의 경우 테마검사 및

널 및 영업 방식 결합(O2O)을 야

객 포트폴리오 확대 등이 나타나

독원이 바라보는 금융IT 리스크는 무

유관기관 공조 강화, 사고보고 절

한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 시정·

IT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

기하는 등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는데,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인 위

엇이며, 감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차 정비, 사고정보 공유 등 사고대

개선 조치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중대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으

불러오고 있습니다. IT 및 비금융

비뱅크(우리은행), 써니뱅크(신한

있는지요?

응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금융회

로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금융회사에 네트워

은행)를 통한 중금리 대출, 소액 송

A 2016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사고

사를 확대하고, 점검 분야를 다양

크와 접근 인프라를 제공했던 과

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

범 외에도 전산시스템 통합, 차세

배상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

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입

거와 달리 고객 접점의 경쟁우위

죠. 또한 화상통화를 활용한 무인

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IT사업

토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니다. IT 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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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정보보호 교육 ②업무보고서 제출 및 관리체계
③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④인력 및 예산 비율 준수 여부
⑤정보보호위원회 운영 ⑥외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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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빅데이터의 시장 전망

빅데이터,
금융IT의
혁신이 되다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구축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다. 금융회사는
소통창구를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그 활용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노리며
공동 오픈 플랫폼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공통의 형태로 통일했다.
핀테크 사업의 꽃은 빅데이터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생활에 자리 잡은 지금
금융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빅데이터는 경쟁력과 혁신의 새로운 보고다. 핀테크가 자동차라면
빅데이터는 원유인 셈이다. 21세기의 원유를 잘 활용하는 기업만이 차세대의 승자가 된다.
빅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의미 있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추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IT의 역할이 혁신이 된다.

ARTICLE
14p 증권회사의 빅데이터 분석기회

‘빅데이터 시대’
는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해당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확한 고객
분석만이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510
384

32
2010년

2015년

2017년

자료 : 위키본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시 고민내용

분석 역량(사람)

45.0
43.2
41.6
35.1
35.0

데이터의 다양성
비용
데이터 처리 속도
사내 데이터 통합
데이터량

16p 빅데이터의 지금, 그리고 미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

단위 : %

64.0
56.8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자료 :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

20p 2016년, 대한민국 로보어드바이저의 원년 이형일 KEB하나은행 전무
24p 2016년 증권가 IT 전망

국내 빅데이터 활용 업무

26p 빅데이터 분석, 미래 산업 이끌다

63.9

단위 : %

33.0
23.0
17.9

14.8

10.4

7.7
고객
분석

보안
관리

생산

재고
관리

4.7
제품

신시장

인사
관리

재무
분석

자료 :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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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금융권 투자기회와 효과

증권회사의 빅데이터 분석기회

증권회사 업무 중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작게 시작해 점점 가치가
커지는 방법이 효과적

대상 업무를 적용 방법과 적용 효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딜로이트컨설팅
대상 업무

고객 360

빅데이터 분석이 증권회사의 경영 성과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어느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솔루션이 없다. 투자는 하고 싶지만 어디에 투자할지 확신이 없어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컨설팅회사들이 생각하는 증권회사의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업무를 조사했다.

적용 방법

적용 효과

·HTS, 웹(Web) 등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관점에서 선호금융상품

·고객의 투자성향, 선호종목, 선호정보 형태, 선호 채널,
선호 메시지, 투자 규모, 투자시기 등 증권사가 필요한
·기업 공시정보, 거시경제지표, 시즌, 날씨, 고객거래 패턴

고도화된 투자정보 제공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함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음

이러한 분석력이 향후 증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됨

(매매시기, 리스크에 대한 성향 등)로

템을 도입, 가치를 창출하기 위

임원이 과제의 발굴과 적용, 확산

축을 추천합니다. 2단계에서는 프

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을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로토타이핑 결과를 사용자들이 사

딜로이트컨설팅 세 가지 전략이

100%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없습

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있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사고를

니다. 빅데이터는 성공과정을 상

를 구현하고, 타 LOB 및 기존 진

가진 TF 구성입니다. 빅데이터는

시화해 가치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행영역의 나머지 분석기회도 마스

특정 부서에서 주도하거나 상부

것입니다.

터플랜의 로드맵에 따라 빅데이터

명령 형태로 진행하는‘과제’
가

대상 업무
고객이탈 방지

터를 고민하는 조직을 구성하되

점진적 빅데이터 분석 확장 방식

삼정KPMG 아직 금융권의 빅데

가급적 특정 부서와 관련 없이 전

(Top-down)과 특정 분석 유스케

이터 활용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

사적 관점에서 소통하는 권한과

이스 기반의 우선 접근(Bottom-

은 현 단계에서는 리테일, 자산운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작

up) 방식이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

용 등 핵심 영역과 비핵심 영역 구

은 성공을 통해 확산합니다. 빅데

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실행 로드

분에 따른 활용방안을 수립한 후

이터는 대규모 투자로 시작하면

맵을 얻을 수 있지만 빅데이터 분

협의의 빅데이터 도입을 시작으로

투자자본수익률(ROI) 걱정으로

석의 실체와 성과를 직관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

확산되지 못합니다. 가급적 많은

보여주기 어렵고, 보텀업 방식은

다. 협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부서가 공감하는 작은 규모의 과

시행착오의 가능성과 프로젝트 성

도입이란 내부 로그 데이터 및 제

휴면고객 활성화

-신용상품 등
온라인 고객

채널 리드 분석

대상 업무
영업관리
고객 접점 관리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1단계

케팅,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강화

자산관리

째, 강력한 후원을 통한 상시화입

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 마

및 내재화 측면에서부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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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목표로 프로모션,
회사 비용 절감

·고객의 특성, 투자 성향, 행동패턴(로그 분석) 등을 분석해
특정 상품 프로모션 시 해당 상품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군 목표

·목표 마케팅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수익 향상(해외 주식 약정 고객 활성화,
해외 주식 중단고객 재활성화, 신용 한도 소진율 확대,

·해당 고객 대상 목표 마케팅 실시

신용약정 고객 확대 등)

·온라인 고객들의 자산, 투자 유형, 거래패턴 등을 분석해
온라인 자산관리 분석 정보 제공

·온라인 고객 자산관리로 고객 로열티 증대

체결까지의 리드를 분석
·고객 체험을 최대화하고, 흥미에서 체결로 이어지는

·고객 경험 기반 화면 구성으로 고객의 손쉬운 계약 체결

삼정KPMG

와 함께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셋

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활성화 프로모션보다

비대면 화면·메뉴 구성

한적 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한 마

적용을 의미합니다.

·고객이탈 사전 방지 통해 회사 수익 향상에 기여

·온라인 고객들의 온라인상에서의 상품 조회에서

과가 미미할 경우 지속적인 추진

스터플랜을 수행하면서 특정 영역

·해당 고객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활성화 고객으로 전환

제를 선정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

니다. 빅데이터의 원리와 가치를

행동패턴(로그 분석) 등 분석
· 고객별로 이탈 가능 확률 산출, 이탈 가능성 높은
고객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

-해외주식

도입에는 분석 마스터플랜 기반의

적용 효과

·현재 휴면 상태인 고객 중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식별

것을 추천합니다.

‘문화’형태여야 합니다. 빅데이

적용 방법
·과거 이탈한 고객의 특성, 가입상품, 투자 성향,

개인화된 상품 추천

투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높은 고객의 투자유형을 정보화해 제공

투이컨설팅

분석 시스템 구축을 확산해 가는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공감하는

·고객에게 해당 유형과 수익률 정도 등을 알려줌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고객 중 가장 수익률이

세분화·유형화함(우유부단, 후회막심형 등)

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시스템 구

·분석 결과를 고급 정보화해 인기종목뿐 아니라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기업의 흥망성쇠 가능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을 투자 형태

개인별 투자유형 분석

잘 이해하는 임원을 선정하고, 그

개인화된 응대를 실현해야 함

고객의 모든 것을 알아냄

글 편집부

증권회사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

추천을 선호 채널에서 선호시간에 선호 메시지로 전달하는

마케팅

적용 방법

적용 효과

·베스트 AM에 대한 고객관리 성향 및

·AM에 대한 영업 안내 및 고객관리 지침 제공 통한

실적 우수 고객 행동 분석
·VOC 녹취, 상담 로그 및 스크립과 웹의
다차원 로그 결합 분석

영업관리 고도화
·이탈 방어 등 MOT 관리 강화 활용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투자 분석 알고리즘 활용

·고액 자산가부터 일반 자산가까지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적용

·모바일 등 고객의 주요 활용 매체, 선호 투자시간,

·실시간 고객 선호 채널, 주요 정보 이용시간에 따른

선호종목, 투자 성향에 대한 다차원 결합 분석

맞춤 정보 제공 및 투자 확대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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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래서 고객 이탈을 어떻게 막으
라는 거지? 80점의 의미는 뭐야?

통계적 분석

군집화

당장 어떤 액션을 하라는 건지 도

•선형 모델 (GLM)

•K-Means

대체 모르겠군”
이라는 반응이 대

•Cox Proportional Hazards

부분일 것이다.

•Naive Bayes

너무 과장된 사례일까. 그렇지 않

앙상블

다. 금융기관 빅데이터 프로젝트

•Random Forest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 방향

차원 축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Generalized Low Rank Models

•Distributed Trees

해결사 & 최적화

•GBM

•Generalized ADMM Solver

•R 패키지- Super Learner
Ensembles

•L-BFGS (Quasi Newton Method)
•Ordinary Least-Square Solver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머신러닝

딥러닝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achine Learning), 특히 딥러

•Multi-layer Feed-Forward
Neural Network

데이터 먼징

닝(Deep Learning) 기술과 접목
되면서 최근 재도약의 계기를 맞
고 있다. 딥러닝은 각종 머신러닝
대회의 우승을 휩쓸면서 점점 더

•Auto Encoder
•Anomaly Detection

•Integrated R-Environment
•Slice, Log Transform

•Deep Features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딥러닝 알
고리즘을 각종 빅데이터로 학습시
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컴퓨

능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나타내기

빅데이터의 지금, 그리고 미래

터의 성능에 도달했다는 뉴스를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매

빅데이터가 시장에 나온 지 벌써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빅데이터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분석기법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데이터 범위 또한 확대되면서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도기업들이 자사의 딥러닝 기술

글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 사진 한경DB, 셔터스톡

하면서까지 이 분야의 주도권을

요즘 자주 접한다. 뿐만 아니라 구
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앞다퉈 공개
가져 가려고 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접목되면서 최근
재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력적이고 강력한 툴로 각광받고
있다.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빅데이터 분석 도입 전략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대표적 빅

딥러닝의 활용은 컴퓨터가 사람처

데이터 분석 도입 전략은 다음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오해

고객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는 과

개가 진짜 중요한 변수고, 로지스

럼 영상을 인식하는 영역(Com-

같다. 첫째,‘통계는 수단일 뿐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를 예로 들어 보자. 아마 대부분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

puter Vision), 말을 알아듣는 영

며, 목표는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

무엇일까. 아마도“망치를 든 자

의 빅데이터 모델러는 다음과 같

ion) 모델이 적당합니다. 텔레마케

역(Voice Recognition), 글을 이

딥러닝의 강점은 기계학습을 위한

하는 것이다.’비즈니스 성과 중심

세상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는

이 접근할 것이다.

팅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니 모델

해하는 영역(Text Analytics)에서

수작업 특성 추출(Feature Ex-

의 빅데이터 분석 접근법을 택해

말처럼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탈을 위한 변수를 100여 개 이

신뢰도가 올라가는군요. A고객의

사기 적발(Fraud Detection), 고

traction) 단계를 줄이거나 없앨

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

다양한 통계를 사용하다 보면 문

상 고려해 봅시다. 수익률, 주가지

이탈 예측 스코어는 80점입니다.”

객 이탈 분석(Customer Churn

수 있다는 것이다. 대량의 학습 데

엇이 향상되는지 먼저 명확히 정

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오해일

수 등을 감안해서 모델링을 해보

모델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

Analysis)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이터만으로 과거 많은 모델러의

의한 후 성과 창출을 위한 방법을

것이다.

죠.”
“유의성을 검사해 보니 20여

면 실제 액션을 해야 하는 현업 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작업 특성 추출 알고리즘의 성

찾아낸다. 이 단계에서 비즈니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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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 Strategy 빅데이터 현황과 전망

기계학습 프로세스 개요

보
안

영
상

기대 성능에 도달
성능 측정

어
미디
소셜

가설을 수립한다. 수립된 비즈니

딥러닝 기술에 주목한다.’글로벌

스 가설의 설명력 유무를 빅데이

금융기관의 경우 최신 머신러닝

터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통
계 결과가 안 맞으면 가설이 틀린
것이다. 새로운 가설을 다시 도출
하자.“증권사 고객들은 민감해하
는 부분이 달라요. 수탁액이 적은

기계학습 방식은 새롭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델의 업데이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지
이미

불온 주제
검색 솔루션

데
이
터

문자 데이터
저
작
물

이미지
큐레이션
솔루션

타
입
시
리
즈

개포
인함
정문
보서

개인정보
추출 솔루션

공공
/치안

알고리즘을 다양한 산업과 업무에

금융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영국 은행

해킹감지
솔루션

사용자 로그
경제동
향자
료

경제 자동
예측
솔루션

사
용
패
턴

S
SN

안면

음성/음
향

이
미
지
데
이
터

제품 이미지

END
(혹은 실험 데이터에 성능 평가)

터
데이

댓
글
정
보

데이터센터

No → 하이퍼 파라미터 갱신

불량품
자동 색출
솔루션

오

사기방지
솔루션

이터
데

비디

학습 데이터

심리기반
고객대응
솔루션
결합 탐색
솔루션

음
향
기
인
계
공
작
동
물
음
향

CC
TV

진
고
음
료
객
성
문
녹 명
의
취 령
음
성

CR
M

사
카드
신용

실시간 위협감지
솔루션

알고리즘 실행

제조업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외부 루프

행
동
패
턴
게
이
머

음성검색
솔루션

공
/항
차
동
자

기계학습 알고리즘
가중치 갱신
내부 최적화 루프

자동진료
기록작성
솔루션

모션 감지 솔루션

학습화된 알고리즘

단말
제조
사

금융
및공
공

성능 측정

학습 데이터

하이퍼 파라미터

의료

UX
게임/

자동추천
솔루션

심리분석
솔루션

전
자
상
거
래

알고리즘 실행

딥러닝 기술

설팅
리컨
지관
미
이

자료: 디오텍

은 상품 추천 알고리즘 적용 시 기
존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기반 모델 외에도 계좌이체 및 적
용내용과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

터로부터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가 발생할

결합해 금융기관의 분석 실무에

액이 많은 고객들은 정보를 주는

다. 회귀분석 중심의 신용평가 모

미래를 예측하거나 혹은 새로운

경우 다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본격화될 것으로

PB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

델의 예측력을 보완하기 위해 딥

데이터에서 동일한 패턴을 읽어내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기

전망된다.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합니다.”“이 분들과 PB의 접촉

러닝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사기

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

계학습 방식은 새롭게 축적되는

중국 등 전 세계의 기업들이 기계

분들은 수익률에 민감하지만 수탁

빈도가 줄어들면 이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 통계모델의 흐름이 모

방지 시스템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식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새로

학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탈의 징후입니다. 담당 PB가 이직

두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가 실질

기법을 적용해 로그 데이터로 사

고 있는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운 패턴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델

성과 창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

하면 최적 PB 할당모델에 따라서

적으로 살아 있는 정보(Action-

기 패턴을 축적, 분석 및 실시간

있는‘기계학습 기반 분석 프로세

의 업데이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

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규 PB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소

able Information)가 되기 위한

감시하는 데 정확도를 높였다.

스’
를 구축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다. 한마디로 나날이 똑똑해지는

첨단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간단

필수요소들이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

전통적인 방식이 데이터 모델링을

시스템인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기대

한 사례에는 성과목표 가설 수립

둘째,‘첨단 빅데이터 기술, 특히

반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데이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2016년에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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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세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원은 2008년
이후 등장한 온라인 전문 자산관리

미국내 로보어드바이저 관리자산규모 전망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1~2년
2.2

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본
격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균
평
연

과거 자산관리산업과 비교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 속도는 가
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
로 찰스슈왑(Charles Schwab)은
온라인 증권시스템을 통해 10억 달
러의 운용자산(AUM)을 달성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프로세스

단위 : 조달러

0.3

2016년

%씩
68

장
성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금액,
목표 수익률 설정
1.5
로보어드바이저가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0.9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한
투자 집행(일임PB)

0.5

2017년

5개 내외 질문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 진단

2018년

2019년

2020년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자동 조정

자료 : AT커니

데 6년이 소요됐지만 로보어드바
이저산업은 이를 절반으로 단축시
키며 2.5년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

쉽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했다. 마이프라이빗뱅킹(My Private Banking, 리서치사)에 따르
면 로보어드바이저시장 규모가
2019년 2,550억 달러로 고속 성장

2016년,대한민국 로보어드바이저의 원년

(연평균 80%)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 로보어드바
이저업체의 AUM은 연 65%의 성
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미국 최대

로보어드바이저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우선 낮은
보수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관리자산의 0.8~2.0%
정도를 보수로 지급한다.

이미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전통적인 자산관리
자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
에 투자자 스스로 자산관리 경험을
쌓기를 원한다.
핀테크 기술과 접목, 기폭제 예상

금융업계의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로보어드바이저다. 그 성장 속도도 폭발적이다.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의 질적인 성장이 시장 전체를 이끌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평가받는 웰스

우리나라 또한 2010년에 들어서면

프런트의 기업가치는 약 7억 달러

서 IT의 발달과 자산관리서비스에

글 이형일 KEB하나은행 전무 사진 한경DB, 셔터스톡

로 평가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대한 니즈가 커지며 온라인 자산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모바

익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보

관리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다.

일로 이어지는 문화적 트렌드를 전

수에 대한 투자자의 민감도는 과거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서도 외

보다 훨씬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를 보이는 곳은 없으며, 서비스의

영화‘아이언맨’
에는 눈에 보

서 자비스는 저택 관리는 물론 슈

온라인 증권시스템 가속화의 힘,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고객들은 절반 이하의 보수만 지급

질 또한 해외 로보어드바이저와

이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는

트 제작, 전투, 해킹까지 토니에게

로보어드바이저

이렇듯 로보어드바이저가 급격한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로 발길을 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목소리‘자비스’
가 등장한다. 영화

없어서는 안 될 만능 비서다. 영화

최근 자산관리업계의 가장 큰 화두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개인종합

속에서 원래 자비스는 토니 스타크

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자비스

중 하나는 바로 로보어드바이저

요인은 우선 낮은 보수를 꼽을 수

그리고 40대 미만 대부분의 고객

자산관리계좌(ISA

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집사였

가 토니의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Robo Advisor)다. 로보어드바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관리자산

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모바일

도입될 뿐만 아니라 독립투자자문

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자비스가

악당들과의 수많은 전투에도 불구

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

의 0.8~2.0% 정도를 보수로 지급

거래에 더 익숙해지며 디지털 혁신

업자(IFA

사망하자 토니는 그를 기리고자 인

하고 막대한 부를 유지할 수 있지

로 사람이 아닌 로봇을 통해 제공

한다. 그러나 저성장과 저금리가

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테크 기술 혁신을 감안할 경우 로

공지능 비서를 만든다. 영화 속에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높은 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든지 손

보어드바이저사업도 폭발적으로

20

Financial IT Frontier·2016 NEW

)가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육성, 핀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www.koscom.co.kr

21

COVER STORY

Market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세

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로보어드바이저는 설문조사
의 세밀한 분석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대상(ETF
중심) 선정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
리오를 제공한다. 이후 급격한 시
장 변화가 있을 경우 리밸런싱을
권유하거나 최적의 세제 전략을 서
비스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

영국의 많은
로보어드바이저업체는
손익분기점 달성시기를
7~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업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관리자산

웰스프런트의 수수료 체계를 살펴
보면 거래수수료 및 계좌유지수수

4,500

기타
아시아·태평양

료가 없으며, 최소 투자금액은
5,000달러에 불과하다. 1만 달러 미

3,000

유럽

만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수
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1만 달
러 이상일 경우 연간 0.25%의 자산

웨어와 ETF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

관리수수료 부과). 프린스턴 대학의

을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학 교수가 CIO로 재직하고 있

한편 낮은 수수료를 실현할 수 있

으며, 투자 알고리즘은 실리콘밸리

1,000
북미
0

2015년

2017년

2020년

자료 : 마이프라이빗뱅킹

게 됐다. 우선 미국과 영국의 대표

돼 2015년 12월 기준 26억 달러의

의 IT 기술진이 담당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업체인 웰스프런

운용자산을 보유한 미국 로보어드

② 너트메그 : 2010년 설립된 영

트(Wealthfront)와 너트메그

바이저 1위 업체다. 젊은 고객층을

국 최초 온라인 자산관리회사로

(Nutmeg)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1만4,000여

약 3만5,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의 ETF를 활용해 맞춤형 자산배

있으며, 재무상태, 투자자금, 위험

다. 단순투자, 은퇴, 주택자금 마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IT 플랫

가 생겨날수록 업체별로 포트폴리

① 웰스프런트 : 2011년 12월 설립

분 및 주기적 리밸런싱의 투자 일

성향에 대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련, 자녀교육, 보험, 일시적인 대규

폼에 대한 막대한 고정비용과 미디

오 수익률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모 지출 등 다양한 투자 목적을 설

어를 통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했을

전망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꾸

정할 수 있다. 또한 투자목표 기간

때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는 수익

준한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과 위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될 것이다.

하면 자동으로 자산배분 전략과 상

영국의 많은 로보어드바이저업체

올해를 기점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글로벌 ETF 2,500개의 특징, 성과, 상관관계 등을 DB화해 투자자 요구와 시장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제공, 2015년 11월 서비스 개시

품내역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예

는 손익분기점 달성시기를 7~10년

가 활성화될 경우 전문적인 자산관

상 현금흐름 및 달성 가능성까지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

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고객 중

써미트투자자문

2015년 10월 데이터개발사 DNA와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펀드, 주식, ETF, 파생상품,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저업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으로 자산관리시장이 확대될 것

KDB대우증권

쿼터백랩, AIM, 디셈버앤컴퍼니 등 여러 로보어드바이저업체 업무협약
다양한 업체와 고객들을 연결해 로보어드바이저 생태계 구축

너트메그 또한 투자자금에 대해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

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양적인 성장

만 0.3~1.0%의 저렴한 수수료가

라 독자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로

보다 질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할

NH투자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도입 위한‘WM 핀테크 TF’2015년 10월 구성
로보어드바이저와 고객관리 시스템 결합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도입

부과되며, 거래수수료, 플랫폼수수

보어드바이저업체는 다수 고객을

것이다. KEB하나은행 또한 1월 말

신한금융투자

기존 운용 중인 S캐치펀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자동매매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2016년 3분기 중 출시할 예정

료, 계좌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은행이나 신

쯤 로보어드바이저 베타서비스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수수료 등 일

규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터넷

오픈할 예정이다. 자비스처럼 스스

한국투자증권

2015년 3월 출시한 매직솔루션 서비스를 2016년 상반기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예정

절 수수료가 없다.

은행과의 협력을 꾀할 수밖에 없을

로 학습하고, 대답하며, 포트폴리

그렇다면 향후 국내 로보어드바이

것이며, 이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오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인공지능

저 환경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아니지만 향후 고객 빅데이

2015년 10월 데이터개발사 DNA와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투자자로서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

또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업체를

터를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

패시브총괄에 패시브전략본부를 신설해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솔루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추진

봐야 할까. 영국에서는 현재 약

선택할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의 꾸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

11개 업체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

준한 성과관리 중요성이 부각될 것

며,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현실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기

이다.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업체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융회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추진 현황
구분

자문사

증권사

회사
쿼터백랩
(자문사 전환 예정)

삼성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삼성자산운용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내용

자산·고객관리 시스템 및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해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 개발

장기기대수익, 투자심리, 중기 모멘텀 등에 관한 고유 모형을 시스템화, 자동자산배분형 및
시장중립형 등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음
자료 : 금융투자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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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증권가 IT 전망

빅데이터 활용 &
모바일 강화
2016년 증권가 IT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모바일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리스크 관리와 마케팅을 아우르는 빅데이터 활용의 당위성, 비대면실명확인제에 따른
모바일 이용 확산에 기인한 것이다. 이밖에 핀테크와 클라우드, IT 신기술, 불변의
미션인 보안도 올해 증권가에서 IT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다.
글 이나영 기자 사진 셔터스톡

기도 하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 응

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그

답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와 사물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터넷(IoT), 머신러닝 등을 주요 과제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모바일을 비

빅데이터

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빅

즈니스의 주요한 축으로 인식, 다양

보안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이상거

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간

모바일

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지능형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

지속공격(APT) 대응 우선 적용을

다. MTS

모색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로까지 확

의 거래영역을

의 필요성도 제시됐으며, 올해 주목

2016년 IT 전망 Research Outcome

9
7

4

IT 신기술

4

(Smart Things)의 확대가 가속화
되면 금융문화의 패러다임에 큰 변
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한

장 추진하겠다는 응답도 제시됐다.

인프라 구축이 지난해까지의 화두

이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은 모바일

Globalization

3

박선무 NH투자증권 상무는“블록

였다면 앞으로는 금융권 고객관계

비즈니스뿐 아니라 핀테크와 IT 신

로보어드바이저

3

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정보 저장

관리(CRM) 및 시스템 관리 차원에

기술의 진화를 요청하는 모멘텀이

서 디팩토(De-facto)가 될 다양한

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시작되고

분석기술

성공사례가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면서 올

이다. 이미 여러 증권사가 로보어드

해 스마트금융이 본격화될 것으로

회사 인프라 구성의 근간이 될 수도

바이저를 필두로 빅데이터 기반 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진

있다”
고 말했다.

비스를 출시 중이어서 올해부터는

만 키움증권 이사는“비대면 계좌

또한 이 설문에서 총 7명의 응답자

투자자문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개설을 포함해 향후 온라인 서비스

클라우딩과 IT 신기술에 주력,

가‘보안’
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

의 제공 범위가 오프라인을 거의 보

보안은 상시 과제

보안은 시기를 불문하고 상시적인

로 보인다. 이제 빅데이터는 관전의

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새로

또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과제이므로 이슈적 관점에서는 배

시대에서 실전의 시대로 이양됐음

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을

IT 인프라 자원을 필요할 때 원하는

제했지만 핀테크 활성화의 전제조

이 분명하다.

가능성이 매우 커 IT의 접목이 주요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 부

건으로서 대다수 응답자가 보안의

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담을 줄일 수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중요성을 피력했다.

모바일 역량 강화와

이밖에 IT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

서비스 도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

핀테크의 진화 추진

관 입장에서는 핀테크가 거스를 수

감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사항

한편 이번 설문은 증권사 CIO와 IT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의견이다.

재점검 및 확산방안 발표가 예정된

담당 임원 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다만 지금까지 지급 결제와 송금 위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시스템

IT사업 분야 내 5개 중점과제를 선

주의 핀테크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겠다

기타

및 보안 위협 대처는 아직 일반화되

2
7

올해 증권가 IT 분야의 화두

이저(Robo Advisor)와 분석기술

정하고, 선정 이유와 과제 추진방향

투자금융 분야의 다양한 핀테크 서

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박창선 현

는 단연‘빅데이터’
다. 지난

(Analytics)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에 대해 주관 응답으로 진행했다.

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대증권 상무는“클라우드화가 올해

연말 국내 증권사 최고정보관리책

사실상 모든 응답자가 빅데이터에

그 결과‘빅데이터(9명)’
와‘모바일

준호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인터

증권업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

임자(CIO)와 IT 담당 임원 10명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6명)’
‘핀테크(5명)’
‘클라우드(4

넷 전문은행 출현을 계기로 한국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거대한 추

대상으로‘2016년 IT사업 분야 중

빅데이터는 고객의 행동 분석을 패

명)’
‘IT 신기술(4명)’순으로 중요

핀테크산업도 도입 이후 빠른 성장

세적 흐름은 분명히 확인되는 만큼

점과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턴화해 마케팅 및 리테일 영업에 활

도가 인식됐다.

의 시기를 겪을 것”
이라며“P2P 대

관심을 가지고 추세를 따를 예정”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명이 빅

용할 수 있는 주효한 수단이다. 그

‘모바일’부문은 홈트레이딩시스템

출,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비즈니스

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올해의 화두로 꼽았다. 비

러나 금융 분야에서의 성공사례가

(HTS)이 이미 PC에서 모바일로 급

가 탄생하며 금융의 신개념이 정착

이밖에 국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

응답한 1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

흔치 않아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속 이동 중이며, 비대면 계좌 개설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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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언급됐다. 특히 IoT, M2M 등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

5

Mobile Trading System

클라우드

부인‘블록체인’
과 IoT, 비콘, O2O
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물이 금융

6

핀테크

해야 할 IT 신기술로는 공공 거래장

기에 이른 시점이긴 하나 가지고 있
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미래 금융

‘2016년 증권가 IT 분야 중점과제’설
문에 참여한 CIO 또는 IT 담당 임원의
명단(가나다 순).
구원회 미래에셋증권 상무
노진만 키움증권 이사
박선무 NH투자증권 상무
박창선 현대증권 상무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센터장
유동식 KDB대우증권 본부장
이제훈 삼성증권 전무
차진규 한국투자증권 상무
최유화 교보증권 상무
황국현 유안타증권 상무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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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미래 산업 이끌다

2016년에도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도
핵심 기술, 중점 투자 분야로 데이터 분석기술을 꼽았다. 데이터
분석이 미래 산업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광고와
상거래, 금융시장 등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에는 총선이 예전돼 있어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분석 시도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구조

2016년 중점 투자가 이뤄질 분야

1 64.2%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

빅데이터
분석기술

고객 데이터 관계 분석

SNS 비정형 데이터 분석

→

→

·사용자 정보, 관계 정보
·소비자 형태

·트위터, 페이스북 메시지 사용
·이슈 정보

2 45.9%
모바일 대응 강화

3

37.7%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강화

4

32.7%
채널 다각화, 오프라인 연동

대용량 멀티미디어 분석

M2M 센서정보 분석

·미디어·동영상 의미 분석
·콘텐츠 소비 형태 선호

·스마트 미터, RFID,
원격 헬스 모니터링

자료 :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신문사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라본 미래 유망산업
핀테크

14.7%(2,897건)

3D프린팅

14.7%(2,896건)

로봇

14.3%(2,832건)

헬스케어
무인기

7.8%(1,546건)
6.3%(1,248건)

드론

6.0%(1,187건)

전기차

6.0%(1,187건)
4.3%(854건)

조사방법 : 2015년 SNS, 언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유망산업(또는 유망기술) 검색(총 8만1049건)
자료 :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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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 무료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 출시
• 업데이트된 사진 속 사람, 장소,
사물 등을 정교하게 정리, 검색
• 딥러닝 기술 적용한 딥페이스 서비스
개발 중

11.6%(2,279건)

웨어러블

가상현실(VR)

첨단 빅데이터 기술, 딥러닝과 기업

페이
스북

• 얼굴인식 알고리즘으로 전 세계
이용자의 얼굴 분류, 사용자 파악
• 정확도가 사람의 눈과 거의 비슷한
97.25% 예상

네이버

5

29.6%
클라우드 컴퓨팅

조사방법 :‘2016년 ICT 전망’
을 주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관계자 온라인 설문(총 320명 복수응답)
자료 : 머니투데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2015년 상반기

200억 달러
22배 성장
2020년

• 뉴스 요약, 이미지 분석에 딥러닝
기술 적용
• 기사를 정확히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전문가 전망 : 2017년 전 세계 컴퓨터의 10%가
딥러닝으로 학습 예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약 4,500억 달러
자료 : 마이프라이빗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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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T
투 스피드 IT
Finance IT Focus
디지털 금융,
시장구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
Opinion
금융투자산업의 핀테크,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
Service
초고속 트레이딩 솔루션 K-FRONT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를 충실히 반영
한 독자기술 구현
Global
금융산업의 파괴적 기술,
블록체인의 발전 전망

Insight
핀테크기업을 위한
오픈 API 인증 방식으로서의 OAuth
Hot Keyword
오픈 API 매니지먼트
디지털 체험(Digital Experience)
Symposium
빅데이터의 리스크 관리,
숨은 부분까지 도출해내야
Policy
비대면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Catch Up
금융투자업계의 공공인프라,
STO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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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스피드 IT

투 스피드 IT 조직구조

투 스피드 IT의 특징
패스트 스피드 IT

성숙한 솔루션 도입, 대형 벤더 소싱

자체 제작, 신규 벤더 소싱

산업 표준(SDLC, ITIL 등)

애자일(Agile)

목표

비용 효율화

경쟁우위 획득 또는 유지

가치

가격 대비 성능

고객경험, 수익

핵심

안정성

속도

목적

예측 가능 & 신뢰

참여 & 즐거움

적용범위

기업 IT의 3분의 2 이내

기업 IT의 3분의 1 이내

적용대상

핵심 업무(기간계 시스템 등)

채널 업무(모바일 APP 등)

문화

IT 중심, 고객과의 적정거리

비즈니스 중심, 고객 밀착

스트 스피드 IT 조직은 기존 조직

비즈니스 요건의 이행 및 실현

혁신 추진의 동반자

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은

장기(Months)

단기(Days, Weeks)

기존에 비해 새로운 시도(혁신)에

계획 중시, 승인 기반

실증적, 지속적 반복, 프로세스 기반

따른 실패가 용인되고, 빠른 의사

CIO

CEO, CDO, LoB, CMO, CIO

결정과 이를 뒷받침할 프로세스

제작 형태

지난 11월 IBM이 전 세계 70개국 5,247명의 CEO, CMO 및 CFO와의 대면 인터뷰를 분석해 만든
‘경계선 재정립(Redefining Boundaries)’보고서가 발표됐다. 새로운 경쟁자의 출연은 경영자들이 꼽은
기업의 최대 위협이자 테크 열풍과도 맞닿는 이야기다.
글 신창섭 투이컨설팅 이사

슬로 스피드 IT 조직은 기존에 보

슬로 스피드 IT

방법론

IT 역할
주기
거버넌스
주관

유하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
므로 투 스피드 IT를 완성하기 위
해서는 패스트 스피드 IT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다. 이는 해당 기업의
IT 분권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TYPE A는 IT 부서가 IT 프로젝트
예산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직구조다. 패

이미 밝혀진 새로운 경쟁자

투 스피드 IT의 정의

들의 공통분모 중 한 가지는

투 스피드 IT를‘바이모달(Bim-

및 방법론이 정착돼야 한다. 패스

odal) IT’
라고 명명한 가트너의 정

트 스피드 IT는 단지 프로젝트 완

최신 IT로 무장한 그들의 장점을

슬로 스피드 IT 조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 스피드
IT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스피드 IT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다.

의에 따르면 투 스피드 IT는 미래

했다. 이때 대다수 기업은 시장에

이러한 서로 다른 체계를 시스템

료 후 출시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

의 조직이 디지털 비즈니스 기업으

서 독보적인 승자가 나타나길 기다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한 IT 부서에

니라 운영까지도 달라져야 한다.

로 거듭나기 위한 접근법의 일환이

리면서 좀처럼 기술 도입을 꺼려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발현하도록

이를 위해 개발과 운영의 효율적

다. 효율성 중심의 안정적이고 예

는 캐즘이 만들어진다. 글로벌 IT

요구하면 큰 혼란이 야기된다. 두

통합을 시도하는 방법론이자 체계

측 가능한 전통적 IT 접근 방식과

기업이나 기존에 거래하던 IT업체

가지 모드는 각각 프로세스, 문화,

인 DevOps가 운영에 도입돼야 한

가치 중심으로 언제든 파괴 및 혼

가 검증된 기술을 전달할 준비가

기술,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

다. 초기에는 당연히 DevOps도

IT는 대형 IT기업이 아닌 신생기업

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

됐을 때 비로소 대다수 기업의 도

화돼야 비로소 경쟁기업에 대한 비

별도의 팀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

들과 협업한 결과이거나 자체 개발

응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IT 접근

입이 시작되는 것이 캐즘 이론에서

교우위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조

리하다. 이 조직들은 기존과는 다

한 결과다. 이 같은 사고의 유연성

방식, 이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말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에서 관리하기에는 두 가지 특성

른 평가체계 및 관리가 뒷받침될

은 아이디어를 서비스화하는 시간

접근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을 투

신기술이 캐즘을 건너기 전부터 다

이 너무도 상이하다. 궁극적으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기

십분 살려 기존의 룰을 깨고 체계
를 송두리째 바꿔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IT를
무기로 하고 있다. 이들이 접목한

과도 연관된다. 불과 수주일 만에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IT 시

스피드 IT로 정의하고 있다.

수의 기업이 도입하는 상황이 벌어

먼 미래에는 패스트 스피드 IT의

존 조직의 소외감으로 이어지지

도 시장에 나온다는 소리다.

스템의 안정성 보장은 기업의 존폐

이러한 조직모델이자 기술체계가

지는 것이다.

체계를 가지면서도 안정성이 보장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그동안 전통적 산업 IT 부서의 기

와도 직결된다.

필요한 이유는 무어의 캐즘 이론

투 스피드 IT는 이러한 상황에 대

되는 이상적인 체계가 안착할 수는

요하다.

능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지켜내

IT 부서에 부여된 이러한 상반된

(Chasm Theory)이 깨지는 데 기

처하기 위해 기업 내 서로 다른 스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어렵다.

패스트 스피드 IT가 요구되는 프로

야 하는 미션이 있었다. 단지 한 번

요구는 투 스피드(Two Speed) IT,

인한다. 즉 과거에는 이노베이터

피드를 갖는 IT를 공존시키는 것을

물론 일부 디지털 혁신기업들은 이

젝트에 대한 통제권이 사업부 중심

의 잘못된 소프트웨어 배포로 45분

즉 엄청난 속도의 비즈니스 혁신과

기업으로부터 신기술이 탄생하고,

말한다. 하나는 속도를 중시하는

러한 이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으로 분권화돼 있거나 디지털 혁신

만에 5,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경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모두 효과적

신기술이 성과 및 성장 가능성이

패스트 스피드(Fast Speed) IT이

일반 기업들이 지금 당장 그 모습

을 위해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쟁사에 인수된 2012년 나이트 캐

으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체계적인

있으면 벤처기업들이 얼리어답터

며, 다른 하나는 안정성을 중시하

을 모방하다가는 기존의 강점조차

가 존재하고, CDO가 이를 총괄하

피털 사건은 혁신만이 능사가 아니

IT환경을 의미한다.

인 혁신기업들과 함께 제품을 완성

는 슬로 스피드(Slow Speed) IT다.

위험해질 수 있다.

는 경우 TYPE B 형태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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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스피드 IT 조직구조

젝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적합

슬로 스피드 IT와 패스트 스피드 IT 공존 개념도

하기 때문이다.
TYPE A

이를 다시 투 스피드 IT 관점, 즉

TYPE B
파트너

CIO

개발 1팀
(슬로 스피드 IT)

개발 2팀
(패스트 스피드 IT)

패스트 스피드 IT

CEO
PMO

DevOps팀
(자동화, 지속배포)

서는 확장형 애자일(Scaled Agile)

운영팀

IT기획/관리
(EA, IT R&D⋯)

개발 2팀
(패스트 스피드 IT)

방법론이 도움된다. 1세대 애자일

모바일

CDO/BU
리더

CIO

개발 1팀
(슬로 스피드 IT)

IT를 모두 다루는 거버넌스 관점에
APP

PMO

IT기획/관리
(EA, IT R&D⋯)

운영팀

슬로 스피드 IT와 패스트 스피드

방법론이 작은 프로젝트 사용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세대 애자

슬로 스피드 IT

일 방법론은 기업 전체에 적용하는

웹

부분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어
I레
AP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단계인 포트폴리오
관리영역을 효과
적으로 다루는

패스트 스피드 IT 조직 시
구성원의 기술·문화적
성향(새로운 것 선호, 위험과
불확실성, 인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분에서 많은

즉 사업부서별로 패스트 스피드 IT

기 쉽지 않은 일이다. 패스트 스피

미 유사한 사례를 모바일 APP에서

‘API 게이트웨이(Gateway)’
의이

팀을 구성하거나 CDO 산하에 패

드 IT 조직 시 구성원의 기술·문

많이 경험했다. 서울버스나 네이버

용과 도커(Docker) 등 컨테이너 기

입해야 한다.

스트 스피드 IT 부서가 존재하는

화적 성향(새로운 것 선호, 위험과

부동산 등과 같이 오픈 API를 활용

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또한 클라

마지막으로 투

형태다.

불확실성, 인내 등)을 고려해야 한

한 APP가 바로 그것이다.

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를 이용

스피드 IT 운영

두 가지 유형의 조직 모두 효과적

다. 기존 직원들 중 잘하는 직원에

투 스피드 IT 아키텍처의 바람직한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서비스 아

의 방법론이다.

인 거버넌스 체계가 없으면 상당한

대한 보상으로 패스트 스피드 IT

구조는 슬로 스피드 IT에 해당하는

키텍처를 활용한 베스트 프랙티스

패스트 스피드 IT 프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효과

조직을 배치한다면 실패할 가능성

시스템의 연계영역을 오픈 API 형

가 많이 소개된 덕분이다.

로젝트들은 탐색적인 성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관

이 높다. 내부에 적정 인원이 없다

태로 내부에 개방해 패스트 스피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기업

격을 가지기 때문에 착수단계에서

에는 확장형 애자일 방법론을, 패

리조직(PMO)의 역할이 무엇보다

면 외부로부터의 영입이 필요하며,

IT 시스템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내공이

부터 성공을 정의하는 기능적 측면

스트 스피드 IT 프로젝트 관리에는

중요하다. 투 스피드 IT 체계에서

패스트 스피드 IT 영역은 작게 시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이다.

필요하다. 서비스 간의 연계성과

의 리스트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애자일 방법론을, 슬로 스피드 IT

PMO의 역할은 프로젝트 포트폴리

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참고하

다양한 기술 사용으로 인한 운영

따라서 초기에 요구사항을 확정하

관리에는 워터폴(Waterfall) 방법

오 관리, 방법론·아키텍처 관리

바람직하다.

면 좋은 아키텍처 트렌드가‘마이

및 테스트 복잡도가 증가하고, 서

는 등 범위를 상수로 보고 일정과

론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체

측면에서 기존보다 한 단계 진화한

패스트 스피드 IT에 적합한 인재들

크로서비스’
다. 마이크로서비스 아

비스가 세분화됨에 따라 서비스 간

자원을 변수로 관리하는 고전적인

계화할 수 있다.

PMO 모델이 요구된다.

의 배치가 완료됐다면 그 다음 갖

키텍처 스타일(Microservice

코디네이션(Chief Architect)이 중

프로젝트 방법론보다 일정과 자원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은행권은

춰야 할 것은 패스트 스피드 IT에

Architecture Style)은 독립적으로

요하다. 결정적으로 배포와 운영에

을 상수로 하고 범위를 변수로 관

물론이고 본격적인 투자은행으로

투 스피드 IT 운영방안

적합한 아키텍처 구조다. 패스트

배포 가능한 서비스들의 묶음으로

자동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리하는 애자일 방법론이 효과적이

의 변모를 시도하는 증권업계에도

투 스피드 IT가 효과적으로 운영되

스피드 IT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기존 방식보다 더 어려움(개별 서

다. 혁신적인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파장이 미칠지 예측

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배치가

발 및 출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

하는 방법이다.

비스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짐)에

실험적인 성격을 띤다. 애자일 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 스피드 IT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안정성과

해 기존 시스템과의 얽힘을 최소화

과거 SOA에 비해 마이크로서비스

봉착하게 된다.

법론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

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

절차를 중시하는 인원들로 꽉 차

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모듈에 대

아키텍처가 더 설득력 있고 많이

이제 막 투 스피드 IT를 시작하는

수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있는 IT 부서라면 내부에서 패스트

한 재사용은 극대화해야 한다. 상

확산되는 이유는 ESB보다 훨씬 경

기업이라면 작게 시작하는 패스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새로운

IT 부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전

스피드 IT에 어울리는 인재를 고르

호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량화하고 책임을 적게 지도록 한

스피드 IT를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측면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프로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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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시장구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금융업계 또는 IT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디지털뱅킹’
,‘핀테크’
와 관련한 책 한두 권쯤은 대부분 읽었을 정도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or Digitization)’
가 화두다.
글 배정연 투이컨설팅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수 있다.

인력들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 번째, 채널은 기존의 환경이 오

세 번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참

프라인 지점 프로세스 위에 웹 또

여자 및 생태계 관리방안을 고민해

는 모바일 환경이 얹혀진 것이라면

야 한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오

디지털은 완전히 온라인 기반, 특

픈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히 모바일 환경 중심에서 시작되고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적 비즈니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 모델이 발굴돼야 한다. 혁신적

두 번째, 상품의 측면에서 기존 금

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객을 디

융상품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개발

지털 금융으로 유인할 수 있는 앱

되고 출시됐다. 그러나 디지털 금

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융은 핀테크 서드 파티(3rd Party)

많은 참여자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업체, 개발자, 학생, 계열사 등 다

형성이 관건이다.

양한 참여자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

오프라인상으로는 연간 1~2회 정

털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에서 공유

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벤트성 활동,

2015년 국내 은행업계의 가

되고 거래된다.

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디지털

세 번째, 기존 고객은 지점을 중심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디지털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업화 모델로 연계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발굴해 실제 상용화할
때까지 인큐베이팅하고, 상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콤이 개최한‘자본시장 핀테크 설명회’
에서 강태홍 기술연구소장이 자본시장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핀테크 공모전, 콘퍼런스, 협의체 구성이라는 3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3.23)

즉 핀테크경진대회, 핵카톤
(Hackathon), 핀테크 포럼 및 개
발자의 날(Developer’
s day) 등이

으로 거래하는 고객과 인터넷 및
모바일을 사용하는 고객 등으로 분

인력들의 요구사항 정의 단계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있다. 이 활동 중에서 자사의 자원

류했으나 디지털 금융은 고객과 관

경계가 모호하므로 강력한 조직 내

두 번째, 디지털 금융의 고객경험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누

련된 행위, 접촉내역, 거래처리, 커

스폰서십과 함께 현업과 IT 인력들

설계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

뮤니티 활동정보 등 다양한 내·외

이 구성된 전담 디지털 조직을 중

금융은 플랫폼 기반에서 비즈니스

지 모색해야 한다.

부 데이터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고

심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러한 디

가 이뤄지며, 그 플랫폼을 접속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업화

객의 니즈를 알려 주고, 디지털 금

지털 전담조직은 다음과 같은 세

는 주요 채널이 모바일이다. 따라

모델로 연계할 수 있는 참여자들

전환을 꾀하는 것일까. 매킨지

융거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을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서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고객에

을 발굴해 실제 상용화할 때까지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디

의미한다.

비즈니스를 기획해야 한다.

게 얼마나 좋은 경험과 가치를 주

인큐베이팅하고, 상호 비즈니스

첫 번째, 자사의 디지털 금융 범위

느냐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성공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로의 전환 모색이었다. 또한 카드
업계에서는 2016년 경영전략의 키
워드를‘핀테크’
로 정하고 디지털
경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고 발표했다.
금융업계는 왜 디지털 금융으로의

지털을 갖춘 기업(Have)’
과‘디지
털을 더 많이 갖춘 기업(Have-

응하고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

아이디어가 디지털 금융의 유인책

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

소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앱은 동

한다. 지원센터 운영은 자사의 물

mores)’
의 경쟁력 차이는 계속 벌

거나 IT 인력들은 한편으로 불안하

IT 인력들과 현업에서는 디지털 금

히 해외 선행사례나 경쟁사의 움직

일한 회사에서도 대동소이한 앱이

리적 위치와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어지고 있으며,‘디지털을 더 많이

고 막막한 심정일 수 있다. 금융 분

융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

임에 조급해서‘따라가는’방식으

너무 많거나 하나의 앱에 많은 기

고려하는 부분에서 시작해 새로운

갖춘다’
는 것은 단지 규모적인 측

야에서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단지

까. 업무의 기본 사상이 바뀐 만큼

로는 성공할 수 없다. 회사가 디지

능이 있다. 좀 더 가치 있는 디지털

전담조직, 운영 프로세스, 사업화

면에서의 우세가 아니라 작은 기업

디지털기기의 활용 확대뿐만 아니

기획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

털 금융을 통해 브랜드파워를 높일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별

정책 등 상당수의 자원과 준비과

일지라도 혁신적이고 고유한 디지

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존에는 현업 부서에서 업무 요구사

것인지, 수익을 올릴 것인지, 새로

로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정이 요구된다.

털 자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장구

것으로 국내에서 눈에 띄게 활성화

항을 IT 부서에 전달하고, IT 부서

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인지를

고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경험을 제

디지털 금융은 현업에서든, IT 인

도를 재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는 현업 부서와 협의 후 개발 일정

정의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와 제공

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형·비

력들이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때문이다.

과 예산 등의 기획서를 작성, 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형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경험분

‘가보지 않은 길’
이다. 자사의 핵

디지털 금융과 비즈니스의 관계

디지털 비즈니스 방식의 차이는 크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러나 디

것을 위해 어떤 기능과 플랫폼이

석을 기반으로 고객 세그먼트별로

심 경쟁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내 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대

게 채널, 상품, 고객 차원에서 볼

지털 금융업무 기획은 현업과 IT

필요한지부터 현업과 IT 인력들이

어떤 경험을 설계할지 현업과 IT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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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산업의 핀테크,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
핀테크라는 새로운 용어는 기존의 금융투자산업이 IT 또는 기술 전반의 활용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는다. 용어가 왜 생겨났는지 그 의미를 음미하려면 기술과
금융투자산업, 개별 금융투자기업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 한경DB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금융소외(Unbanked)·
저신용자(Underfinanced)
고객을 금융 또는 파이낸스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핀테크는 말 그 자체로는 금

기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온라

금융기관의 ATM이라고 이야기하

글로벌 핀테크의 성공사례

즈니스 모델이

융(Finance) 분야의 기술

인·모바일화하며, 업무를 자동화

는 것처럼 금융투자산업은 테크놀

필자는 핀테크에서 주로 결제 분야

존재하지 않았

(Technology)을 총칭하는데, 그동

하고, 지식기반 업무로 변화시키는

러지로 가득 찬 곳이다. 그 금융투

를 연구해 왔는데, 2014년 발표한

는데, 그 빈 자리

안 금융을 기술이 지원하는 개념이

것이 예전의 핀테크였다. 이제는

자산업을 그동안 은행·증권·보

논문을 통해 새로운 결제 서비스는

를 전당포가 차지하

강해서 e뱅킹, 모바일뱅킹, 사이버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기업이

험을 전산화해 기존의 업을 지원하

그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했

고 있었다. 사람들이 급

증권 같은 용어 등이 사용돼 왔다

탄생하고(Alipay), 새로운 금융 비

는 역할을 기술이 한 것이라면 이

던 거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경우

히 현금이 필요할 때는 고급

면 이제는 기술로 인해 금융의 비

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며(P2P

제는 그 지원 기술이 기존 금융업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결

손목시계나 보석 등을 전당포에 맡

옷을 살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는

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새로운

Lending), 중앙 서버가 필요 없는

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제에 있어 보안성과 편리성도 중요

기고 그것을 담보로 현금을 얻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행복하게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며, 금

결제 서비스(Bitcoin) 등의 예전에

다. 또한 국가에서 규제로 보호받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새로운

다. 전당포가 지금의 신용카드 회

만들면서 자신의 시장을 창출해 나

융기관이 아닌 스타트업이 새로운

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금융

던 기존 금융업이 글로벌 핀테크기

거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이론

사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

갔다.

금융기업으로 나타나는, 즉 기술이

투자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업의 등장으로 기득권과 국내 시장

은 결제 분야가 아닌 증권산업의

카드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에 정착

2000년 즈음 한국에는 이른바 휴

금융을 주도하는 현상 및 그 가능

중요한 변화다.

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나자 이

핀테크에도 적용 가능하다.

되자 전당포는 거의 사라졌다.

대폰 소액 결제 비즈니스 모델이

성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e비즈니스의 효시를

슈가 되고 있다.

30여 년 전 한국에는 신용카드 비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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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트레이딩업체인 미국의 이토

제의 사례로 페이바이폰(PayBy

로(eToro)는 신용카드, 페이팔 등

Phone)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

결제수단으로 주식계좌 입출금이

델은 주로 주차나 톨게이트 등 교

가능토록 했는데, 이는 모두 증권

통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는

회사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계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차공간에

좌를 만들어 주는 데 기여했다.

서 동전을 넣는 방식의 결제나 신

중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 중 하

용카드를 인식하는 방식의 결제는

나인 알리페이도 위어바오라는 온

주차시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그 주

라인 금융상품에 중국인들이 새롭

차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문제

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

점이 있었다.

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역

그런데 전화로 결제할 경우 회사가

시 증권회사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

나중에 주차시간의 연장 유무를 물

에게 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경제

국 정책당국보다 훨씬 빠르게 선제

어볼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가 다

적 성장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

시 주차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

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체인 기술은 한마디로 지금 가장

금융투자산업과 정책당국의
핀테크 분야 3대 도전
1 누가 먼저 금융소외 고객을 금융 고객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인가.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 금융자산관리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이른바
오픈 뱅킹 API에 기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시장에 널려 있는 예비창업가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책가들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3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존 금융투자산업의
플레이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당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2015년 11월 우리나라에서도 LG
CNS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보
도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금융당
국이 이를 승인했지만 한국은 아직
말이 없다. 한국도 블록체인 기술
에 기반한 다양한 핀테크 기술 개
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정책당
국에서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핀테크 정책에서 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개

차시간 연장을 위한 결제를 할 수

호주거래소(ASX)도 2015년 10월 블록체인 기술을
청산결제시스템(CHESS)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Overstock)의 구상을 승인했다.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모바일 결

있기 때문에 이 결제 방식을 사용

금융투자산업과 정책당국의 도전과제

발하고 있는 분야다. 블록체인 기

한 주차장은 그렇지 않은 주차장보

증권산업에서 핀테크와 관련해 변

술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사업적

다 매출을 20~30% 높일 수 있었

화에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분야는

으로 조망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

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산관리다.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

은 사실 지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새로운 거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필

즘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계속

일이다. 따라서 이를 기술적으로

자의 사례 연구 결과는 결제 분야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 자산관리

파악하고, 경제·사회·정치학적

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발전하기

했다. 이러한 새로운 결제 모델 덕

가 아닌 증권산업의 핀테크에도 적

서비스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를 기

시작했는데, 싸이월드의 도토리,

분에 한국의 온라인게임산업은 순

용 가능하다. 새로운 거래를 창출

것이다. 더불어 은행과 증권사, 보

반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세우는

각종 온라인게임, 프리챌과 네오

조롭게 발전하면서 국외로 진출할

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금융소

험사, 신용카드사가 가입고객의 허

국 핀테크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것은 참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은

위즈의 아바타 등 디지털 콘텐츠

수 있었다.

외(Unbanked)·저신용자(Un-

락하에 계좌정보를 API로 제공하

위해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해야

일이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진행

가 유료화됐다. 당시 이러한 새로

필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derfinanced) 고객을 금융 또는 파

는 이른바 오픈 뱅킹 API 제도가

할 것이다.

되고 있다.

운 디지털 상품에 관심을 가진 계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가 없을

이낸스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입되면 새로운 자산관리 스타트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금융소외 고

미국의 나스닥은 이미 2015년 장

층은 10대, 20대였는데, 그들에겐

경우 디지털 콘텐츠 구매의 약

글로벌 핀테크의 성공사례로 유명

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객들이 존재한다. 증권산업의 종사

외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

신용카드가 없었다. 따라서 어떤

24%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는

한 케냐의 엠페사(M-Pesa), 방글

물론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자산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이 존

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말

결제수단이 없이는 그 상품의 판

데, 이는 연구 당시의 디지털 콘텐

라데시의 비캐시(bKash), 중국의

리사업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으

재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분명히

이 없다. 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일으

츠 산업 중 B2C가 차지하는 시장

위어바오(余

로 보인다.

많은 금융소외 고객이 자산관리 분

블록체인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기

키기 어려웠다. 이때 혜성과 같이

규모의 약 24%와 휴대폰 결제 산

자를 금융소비자로 변화시켰다.

기본적으로 오픈 뱅킹 API가 하루

야에 존재한다.

때문이다. 모르니 꿀 먹은 벙어리

나타난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휴대

업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미국 온라인 증권사인 스콧트레이

빨리 도입돼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블록

로 있을 수밖에 없다. 호주거래소

폰 소액 결제 비즈니스 모델은 판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웠다. 이렇듯

드(Scottrade)는 사회보장번호

에서 경쟁과 혁신이 활성화돼야 한

체인이다. 2015년 12월 미국 증권

(ASX)도 2015년 10월 블록체인 기

매자와 구매자 간의 새로운 거래

새로운 결제 모델은 신산업을 창조

(SSN

)만으로 온라인에

다고 생각한다. 기존 업계에서는

거래위원회(SEC)는 회사채를 블록

술을 청산결제시스템(CHESS)에

를 창출하며 자신의 시장을 형성

하는 등 영향이 지대하다.

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반대하겠지만 정책당국은 한

체인 위에 발행하겠다는 오보스톡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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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트레이딩 솔루션 K-FRONT

과 시세 처리(MDFH

),

Market Data Feed Handler

FIX 엔진을 제공하며, 로 레이턴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독자기술 구현

시 환경에서 요구되는 주문 안정
화 기능들과 알고리즘 플랫폼을
폭넓은 기능의 ETF-LP와 함께
고객 지향 UI환경에서 제공한다.
OMS는 주문 오류를 최소화하고,
증가하는 증권사의 위험관리 요구

증권사 법인영업 부문은 영업환경의 악화와 그로 인한 IT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투자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고효율의 트레이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용 트레이딩 솔루션 K-FRONT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해 증권사별 맞춤형 운용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비용·고효율의 금융IT 아키텍처를 통해 향후 자본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를 수용하며, MDFH는 국내 시세
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의 시세를
제공할 수 있다. FIX 엔진은 글로

글 권순주 기자

벌 연결을 대비해 다양한 버전의
FIX 프로토콜 해석 엔진과 함께
선(후)처리 기능을 갖췄다. 또한 자

K-FRONT 성능
분야

성능

글로벌 자본시장 간 유동성

(Linux) 인프라와 레이턴시

(Liquidity) 경쟁은 주문체결

(Latency)에 최적화 된 기반 기술

속도 경쟁, 즉 로 레이턴시(Lowlatency) 경쟁으로 본격화됐다. 또
한 국제표준 프로토콜(FIX) 기반의
시장 간 연계 전략은 보편화됐으며,
보다 투명하고 저위험·고효율의

K-FRONT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능형 전략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본격적인
확산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글로벌 수준으로 단축하였고, 고효
율 저지연의 트레이딩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적용했다. 또한 코스콤이

K-FRONT

동화된 전략 주문 처리를 위한 알

비고

레이턴시

X ms/건 수준

Xμ
s/건 수준

100배 이상

스루풋(Throughput)

X00건/초 수준

1만 건/초 이상

100배 이상

처리용량

20만 건/일 이내

200만 건/일 이상

10배 이상

처리종목 수

1만 종목 이내

5만 종목 이상

-

고리즘 개발, 집행 분석 플랫폼으
로 구성됐다.
고객사의 개발 요청 범위에 따라
개별 개발 가능

개발 시스템 사양

을 적용해 투자자 주문에서 체결까
지 소요되는 시간인 '레이턴시'를

기존 시스템

구분

K-FRONT의 개발단계는 시스템

사양

HW

서버 : x86 호환(IBM x3650 M5 급)

SW

O/S : RHEL 6.1 이상

Client

P/C : i7 CPU 3.4GHz, 8GB Mem(64bit)
O/S : Window 7(32/64bit)

설치(약 2주)를 제외하고 설치에
총 10주(개발 및 테스트 8주, 오픈
준비 2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
안 고객은 다양한 테스트 환경과

자체 개발한 국내 최고 속도인 마

모델을 통해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

국내 시장에서 그 기반을 넓히고 있

이크로세컨드(μS) 단위의 국제표

에서 누적돼 온 신규 및 개선 요구

다. 조만간 고빈도 매매와 같은 최

준 프로토콜(FIX) 엔진과 시세처리

를 적용시킬 수 있다.

신 금융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자

는 물론, 독자적인 알고리즘 플랫

코스콤이 K-FRONT의 본 개발을

고 있다”
며“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코스콤은 앞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

매매를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전략의 보편화와 대체거래시장

레이딩 솔루션 분야의 기술을 선도

폼을 탑재했다. 그 결과 혁신적인

마치고 실시한 성능 테스트에서 초

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

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ATS) 등장과 파생시장 확대 등 한

해 온 그 동안의 개발 및 운용 노하

기능과 구조를 기반으로 타 솔루션

당 1만 건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FRONT는 금융IT 트렌드에 맞춰

및 기술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

층 다양한 시장변화가 나타날 것은

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

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처리용량은

금융사의 자본시장 속도 경쟁에서

다. K-FRONT는 기관투자가의

글로벌 자본시장의 진화과정을 통

초고속 트레이딩 솔루션이다.

고, 차별화된 주문전략이 가능해졌

현재 대비 10배 향상된 일일 200

우위를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익 창출 극대화에 기여할 뿐 아

다. K-FRONT의 주문 처리 성능

만 건, 처리종목 수는 5만 종목에

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니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능형 전

K-FRONT는 코스콤이 금융투자

속도 경쟁에서 우위 확보

은 기존 유닉스(Unix) 환경의 시스

달한다.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 지향

략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의 법인영업 및 상품운용 트레

K-FRONT는 최신 IT 트렌드를

템 대비 약 1,000배 향상된 수준까

코스콤 관계자는“글로벌 자본시장

K-FRONT는 로 레이턴시 기반의

의 본격적인 확산을 불러올 것으로

이더를 위해 지난 15년간 국내 트

반양하여 x86기반의 리눅스

지 빨라졌다고 분석됐다. 실제로

은 치열한 속도 경쟁을 통해 발전하

주문처리시스템(OMS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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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제도와 공인된 제3자

공인된 제3자 VS 블록체인 기술
Trusted 3rd Party

금융산업의 파괴적 기술,
블록체인의 발전 전망

예탁자
(증권회사)

권리배
분

한국예탁결제원
·혼합보관
·계좌대체
·권리행사

예 권 배
탁 리 분

계좌대체
(결제)

해외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인프라의 융합을 혁신이라 말한다.
국내 금융기관도 공동 협력을 통해 과제를 고민 중이다. 혁신 앞에 검증이 시작됐다.
글 김예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고객

매매거래

증권회사

Clearing
House

Centralized
Ledger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2013년 11월 한때 1,200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으며

화폐(Money)의 역사
실물화폐(Commodity Money)

Blockchain

예탁

Distributed
Ledger

자료: The Fintech 2.0 Paper(Santander, 2015)

모든 거래정보의 바구니, 블록체인

체인의 영향력은 인터넷이 미쳤던

블록체인의 금융산업 적용 분야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은

것만큼 강력할 것”
이라고 밝히기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기록의

화폐 자체가 사용 또는 교환가치를 가짐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

도 했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분산화된 거래

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소유권을 증명

으로 거래정보를 검증·기록·보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구조 또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블

관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현함으로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매

록체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혁신

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기록의 신

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블록체인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술로

화폐의 가치는 사회적 약속 및 신뢰에 기반

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은 일정 시간(현재 10분) 동안 발

부상하고 있다. 모든 참여자가 함

에서 큰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 기

생한 모든 거래정보가 기록된‘블

께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때문

이전이 디지털 기록에 의해 입증되

가상화폐(Virtual Money)

술은 모든 거래정보를 담고 있는

록(Block)’
을 생성, 모든 구성원에

에 구성원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불

는‘가상화폐’
로 진화하고 있으며,

화폐의 실제 소지 여부는 무의미

장부(Ledger)를 모든 구성원

게 전송하고, 전송된 블록의 유효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Node·Peer)이 각자 보관하고,

성이 확인될 경우 기존 블록체인에

정보가 분산돼 관리됨에 따라 특정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블록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이 원천

‘미래의 화폐’
로 각광받은 비트코
인(Bitcoin)은 가상화폐(Virtual
Money) 형태로 변모하는 화폐의
진화 경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화폐는 화폐 그 자체로 가치를 갖
는‘실물화폐’
에서 화폐의 소유 및

누가 얼마의 가치를 가진 돈을 소

신용화폐(Credit/Fiat Money)
화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음

화폐가 디지털 코드의 형태로 기록 및 거래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인기관에 저
장된 기록에 의존한다. 결국 가상

된 제3자(Trusted 3rd Party)’
가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하

들이 가진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체인 형태로

적으로 불가능해 보안성이 매우 높

화폐 시대의 금융거래란‘A가 B에

거래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그 결

지만 이러한 신뢰성 확보 방식은

해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연결된다는 것은 가장 최근에 연결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개 프로

게 1만 원을 보낸다’
와 같은 거래

과를 기록·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거래기록을 맡은‘공인된 제3자’

때문에 공인기관에 의존함으로써

된 블록이 논리적 모순 없이 과거

그래밍 소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에 따라 공

유가증권 실물을 공인된 제3자(예

에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체 시

유발되는 단일 장애점 문제를 해결

의 모든 거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구축·연결할 수 있는

인기관에 보관된 거래장부의 기록

탁결제기관)에게 맡겨 놓고, 유가

스템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

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군가

시스템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을 수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증권 매매 시 실물증권을 주고받지

다는 본질적 문제점이 있는데, 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 때

가 특정 블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최근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과 같

따라서 거래 메시지 및 거래기록의

않고 예탁결제기관의 계좌부에 기

를‘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문에 ABN암로은행의 혁신 부문장

그 블록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

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공개 블록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예탁결

Failures)’
이라고 한다. 즉 특정

인 Arjan van Os는“비트코인 그

을 단시간(10분) 내에 전부 수정해

체인(Public Blockchain) 기술을

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제제도’
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

기관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체

자체보다 비트코인의 근간을 이루

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 거래

토대로 허가된 자에게만 네트워크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3자를 선정해 거래기록을 맡기고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

는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한 혁신

정보의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참여를 허용하는 비공개 블록체인

해 활용해 온 기존의 방법은‘공인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이다.

(The Next Big Thing)이며, 블록

것이다.

(Private Blockchain)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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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년도 전체 투자액을 넘어섰다. 은

금·수취+환전수수료)은 평균

(Nasdaq)은 지난 10월 26일 개최

장점들을 통해 산탄데르(San

행권의 경우 골드만삭스(Goldman

7.68%(2015.2Q 기준)에 달하며,

된‘Money20/20’콘퍼런스를 통

tander) 등의 연구기관들은 블록

Sachs), 바클레이스(Barclays),

특히 상업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상장

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될 경

RBC 등 42개 글로벌 은행이 핀테

10.96%로 송금기관 중 가장 높은

주식 거래 플랫폼인‘Linq’
를 선보

우 해외송금, 증권거래, 규제대응

크기업 R3와 제휴해 블록체인 표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의 불만이 심

였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증

(Compliance) 등과 관련된 인프라

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

화되는 실정이다. 미국 핀테크기업

서, 스톡옵션 등을 종이의 형태로

비용으로 2022년까지 연간 150억

십을 결성, R3는 기본 시스템 설계

리플(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Paper-based) 수작업을 통해 관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글로벌

활용해 중개기관에 의한 수수료 부

리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증

으로 예측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사 API에 연결해 테스

담을 최소화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권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안전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도르은행

게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장

다수의 금융회사가 자체 연구, 관

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

(독일), CBW·크로스리버은행(미

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여

련 핀테크기업들과의 제휴 및 투자

혔다.

국), 웨스트팩·ANZ(호주) 등의 은

겨졌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특히 은행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해

행들이 본 서비스를 이용 및 테스

기술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시작

외송금 분야로 다수의 기관이 거래

트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전망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했다.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

에 개입함에 따라 고객이 높은 수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는 이미 블록

국내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있

네트워크 내 참여자 간 정보와 위

면 2015년 상반기 핀테크에 투자

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개기관

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및 금,

어 글로벌 금융기관 대비 속도가

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개별 금융

된 총 자금은 50억 달러를 밑돌면

없이 구성원 간 직접 거래를 가능

다이아몬드 등 실물자산의 거래가

느린 편이나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회사의 독자적 노력보다는 타 금융

서 전년 대비 주춤한 반면 비트코

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이뤄지고 있으며, 주식, 채권 등 거

등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기관 및 관련 핀테크기업들과 파트

인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이미

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현

래 가능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

상반기에만 4억 달러에 달하며 전

재 전 세계 해외송금 수수료율(송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나스닥

다. 은행권의 경우 KB금융그룹이

블록체인의 작동 프로세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거래 사례
현황

A가 B에게 송금

해당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
생성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게‘블록’전송

현금거래 중

자산

승인된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
에 연결
(거래기록 수정 불가능)

실제 송금 완료

자료: Banks seek the key to blockchain(FT,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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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
는 기술적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활용하
려는 금융회사들의 노력은 계속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트
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은 누구나 가
입 가능하고, 모든 구성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개된 네트워크
이므로 일정 수준의 통제된 환경에

나스닥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Linq’

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회
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많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자료: Linq The New Nasdaq Blockchain-Powered
Trading Platform(Insidebitcoins.com, 2015. 10. 27)

너십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및 해외송금

앞서 언급했던 글로벌 은행들의 블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핀테크기업

록체인 플랫폼 공동 개발 파트너십

코인플러그에 15억 원 규모의 직접

되면 실물증권의 발행·보관·유

의 경우 참여 은행 수가 지난 9월

투자를 진행했으며, 신한은행 또한

통 등에 수반된 비용을 절감할 수

말 9개에서 2개월 만에 30개까지

(MexBT)화폐 송금 및 인출 가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있으며,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급증하는 등 금융기관 간 제휴를

해외송금

(Ripple)은행 간 해외송금 시스템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인 스트리미

따르면 그 규모는 5년간 연평균

통한 네트워크의 확장에 중점을 두

(RealAsset)금 소유기록 등재

에 직접 투자와 함께 서비스 론칭

870억 원, 총 4,352억 원에 달할

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통화청 등

(Everlaedger)소유자 등재 및 거래

을 준비 중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수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최근 LG

의 금융 인프라 적용을 검토하는

전자등록제를 통해 이뤄지는‘주

CNS는 예탁원 미등록 비상장기업

등 전체 금융시스템 혁신의 관점에

금

부동산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 확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참여자 간 정보와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독자적
노력보다는 타 금융기관 및 관련
핀테크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체

다이아몬드

준비 단계

사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의 효율

(Factom) 부동산 소유기록 인증

주식

(Nasdaq)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구축

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의 전자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

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채권

(DigitalAsset)집단대출/미 국채 거래

법률안(전자증권법)’
의 도입이 가

블로코, 바이터그룹, 슈퍼스트링,

의 도입은 금융산업 내 모든 구성

(Chain)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등

시화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오메카, 스마트포캐스트 등 국내

원의 공동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증권거래 플랫폼 등에 대한 논의가

핀테크 스타트업 5개사의 전자증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

확산되고 있다. 전자증권법이 시행

권을 발행했다.

로 보인다.

로열티

자료: Blythe Masters Tells Banks the Blockchain Changes Everything
(Bloomberg,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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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uth 인증 프로세스

1.
서비
스

요청

2.
서
비
스
4.
요
인
청
증
토
큰
전
달

핀테크 앱
(Consumer)

3. 로그인

사용자
(User)

핀테크기업을 위한
오픈 API 인증 방식으로서의
OAuth
핀테크기업과 다수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금융기관 개별
서비스 모델보다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모델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OAuth는 제각각인 인증 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웹 API 인증을 위한
만능키라고도 불린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대다.
글 김종찬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핀테크업무실 실장

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

자(User), 컨슈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Auth

(Consumer), 서

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앱(컨슈머)

비스제공자

을 인증한 후 사용자를 서비스제공

(Service Pro-

자의 화면으로 안내(Redirect)해

vider)가 있는

사용자 인증(ID·패스워드)을 직

3자 인증 방식

접 획득하고, 인증토큰(Access

(3-legged

Token)만을 앱에 전달해 보호된

Model)을 기본으

자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

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용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

하려고 할 때 여러 금융회사에 개

OAuth를 이용한 오픈 API 구현

증과 권한 부여를 동

대 인터넷기업뿐만 아니라

별적으로 접속하고 인증을 받아야

일반적으로 오픈 API를 이용한 서

시에 제공하는 인증 프로토

국내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미 각종

한다면 그만큼 서비스 개발과정은

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

콜을 찾다가 결국 새롭게 만든 표

이를테면 사용자가 핀테크기업의

OAuth는 오픈 API 사용자 인증

공공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

복잡해지고 수반비용 증가도 불가

항은‘사용자 인증(Authentica-

준 프로토콜이 바로 OAuth

Open Autho-

새로운 서비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프로토콜의 표준으로서 자연스럽

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피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핀

tion, 이 사용자가 누구인가)’
과

rization

1.0이다. 이후 발견된 여러 보

내려 받았지만 아직은 앱을 신뢰할

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재 금

전환 추세에 발맞춰 최근 금융권에

테크기업과 다수 금융회사에 대한

‘권한 부여(Authorization, 로그

안상의 문제들을 개선한 1.0a의 경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때 사

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에서도 다양

서도 오픈 API 구축에 대한 논의가

연계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금융기

인한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우‘The OAuth 1.0 Protocol’
이

용자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위

한 인증 방식 지원, 간단한 API 호

한창 진행 중이다.

관 개별 서비스 모델보다 금융권

가)’
다.

라는 이름으로 RFC 5849 문서번

험에 대비해 ID와 패스워드를 앱

출, 대형 서비스로의 확장성 지원

이렇게 구축된 오픈 API를 이용해

공동 오픈 플랫폼 모델로 구축이

트위터 개발자를 비롯한 일련의 웹

호를 부여받아 IETF 표준이 됐다.

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인증할 수

등이 추가된 OAuth 2.0의 적용을

핀테크기업이 금융서비스를 개발

추진되고 있다.

개발자들이 오픈 API의 사용자 인

OAuth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

있는 방법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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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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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적용과제

증을 중계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로써 핀테크 서비스의 사용성을 상

그러나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의

매 로그인 시 개별 금융기관으로

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기업이 서

인증정보 중계를 해야 하는 비효율

상된다.

비스하는 오픈 API 혹은 개별 금융

성 문제와 동일 사용자에 대해 금

다만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과

기관이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융기관별로 상이한 인증정보(ID·

같이 제3의 센터가 중계 처리를 통

모델에 비해 OAuth 등 인증 프로

비밀번호 등)를 표준화해야 하는

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토콜 적용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이슈가 남아 있다.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는 세계 최초 사례인 만큼 OAuth

바로 센터에서는 직접 정보를 소유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에서는 사

적용과 관련해 보안성 측면에서 면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정보 처리

용자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홈페이

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금

지나 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하는

암호기술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인

융기관이 수행하고, 센터는 이로부

계좌에 최초 1회 인증 후 오픈 플랫

증 관련 기술들은 매우 빠르게 발

터 정보를 수집·가공해 제공하는

폼에서 사용 가능한 공동 ID를 생

전하고 있으며, OAuth는 오픈

중계 역할만을 한다는 점이다. 이

성, 그 인증정보를 센터가 저장하

API 시대에 API 인증을 위한 만능

에 반해 기존 모델은 정보를 모두

고, 이후 로그인은 OAuth를 이용

도구상자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센터에서 직접 처리

해내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구글

하는 방안을 검토

등이 모두 OAuth 2.0을 채택하

중이다. 이 경우

는 등 이미 대세는 정해진 것이라

사용자가 여러

고 볼 수 있다. 갈수록 개인 인증

금융기관에 일

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어

일이 인증하는

OAuth 등 열린 인증기술에 대한

대신 센터를 통

관심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비스를

해 단일의 인증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 주
체가 오픈 API 서비
스까지 함께 제공
한다.
또한 개별 금융
기관들이 사용
자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기

OAuth는 오픈 API 시대에
API 인증을 위한
만능 도구상자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을 수행토록 함으

때문에 사용자 인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업무 처리 예시
3. 사용자 인증

2. 인증 요청

1. 조회 요청

5. 처리 요청

3. 서비스 허가
4. 처리 요청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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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 결과

핀테크기업

7. 처리 응답

오픈 플랫폼
센터

6. 처리 응답

금융기관
(고객계좌)

Financial IT

Hot Keyword

Key
word

오픈 API
매니지먼트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이 올해 상반기 내
‘금융권 공동 오픈 API 플랫폼’구축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의 개방성이 경쟁
력의 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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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다수

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

사용자 경험(UX

의 인터넷 이용자가 보다 유용한

차원에서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 서

체험(CX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비스 개시가 이뤄지고 있다. 핀테

체험(DX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크 오픈 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

하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야 하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금융서비스의 경우 과거에는 수익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융

API로서 우체국의 우편번호 API,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

성이 CX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형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구글과 네이버의 지도 API 등이 대

다. 즉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서비

기준이었지만 디지털 디바이스가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

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활

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제

확대되는 지금에는 편의성이 CX의

이다.

성화를 위해 오픈 API가 필수적이

공하고, 여기에 개발된 핀테크 서

중대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채

IT 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금융서비

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핀

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

널을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CX라는

스에 진입한 기업들이 기존 금융서

테크기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

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

뜻에서 이를‘DX’
라고도 한다.

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 해

와 협약을 맺어 금융 데이터 및 서

드(Test-bed)를 더한 개념이다.

한 증권사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소에 주력하며 DX를 강화하는 것

비스에 접근·활용하는 것이 어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농협

(CIO)는“지금까지는 UX, 즉 비대

도 위기 요인이다. 따라서 금융기

우며,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를 금

상호금융이 NH농협은행과 함께

면 채널의 인터페이스에서 고객이

업들은 고객에게 보다 좋은 디지털

융전산망에 연결해 테스트할 때도

핀테크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최초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자

금융기관의 보안 및 안정성 문제와

로 개시했다. 또한 코스콤과 금융

력했다면 향후에는 고객이 접속하

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충돌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

결제원이 현재 시중은행 16곳, 증

는 모든 접점에서 쉽고 편하게 고

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채널과

라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구축

권사 18곳, 핀테크기업과 함께‘금

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디바이스별 접근 고객의 현실적인

융권 공동 오픈 API 시스템’
을올

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상황을 고려하고, 시각디자인, 고

해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

에 더해 디지털 채널 간 막힘없는

객행동 예측, 동기화를 위한 디지

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무궁무

(Seamless) 고객서비스를 제공하

털 경험 전략이 필요한 때다.

진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

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과 함께

로 기대를 모은다. 예를 들어 은행

채널 연계를 감안한 프로세스 개발

의 잔액조회 API를 공개할 경우 핀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테크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또한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보급이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

확산되면서 DX를 통한 차별화 요

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

인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

게 된다.

다. 터치패널, 음성인식, 증강현실

한 증권사 관계자는“핀테크를 통

등 다양한 센싱기술이 장착된 커넥

한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개방성

티드 디바이스를 통해 고객과의 디

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예

지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상된다”
며“개방화 시대에는 다양

다. 금융업권에서는 스마트폰을 필

한 전문가 집단과의 컬래버레이션

두로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

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API로 이

(IoT)이 DX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에 도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잡을 전망이다.

오픈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과 고객

하지만 IT 디바이스의 라이프사이

)을 넘어 디지털

클이 짧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니즈

)의 중요성이 부상

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더

User Experience

Customer Experience

Digital Experience

2

디지털 체험
(Digital
Experience)
핀테크 시대에 고객 체험은 IT 신기술 및
디지털 채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객의
디지털 체험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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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을 단축시키므로 내부 장

김영학 결론은 직접 시행해 봐야

애가 발생해도 고객은 인지하지 못

압니다. 우리처럼 처음에는 엔진만

하죠. 우리는 빅데이터를 사업모델

구비해도 되고요. 국내의 빅데이터

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타진해 왔

도입을 보면 엔진보다 보안관제시

습니다. 2015년까지 인프라 구축

스템 등 솔루션에 가깝죠. 이런 경

을 계획하면서 데이터 수집에 있어

우 내부에서 빅데이터라는 진정한

하드웨어나 기술문제는 어느 정도

의미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직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2016년

접 도입해 시행해야만 어떤 부분을

에는 IT에 국한하지 않고 현업에도

확장할지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활용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제 데이터는 1~2초면 분석 가능합
니다. 핵심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
게 활용하느냐, 무엇을 도출하느냐
에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빅데이터 수요는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 찾게 될 여지가 높다. 빅데이터 마케팅
중심의 가치 창출 영역이라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창출에 앞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지난 12월 30일 코스콤에서 증권사의 빅데이터 활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리 권순주 사진 김기남

데이터를 축적해 보면 활용방법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때문에 보수

”

적으로 접근하는데, 빅데이터는 그
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

신동철 결국 IT 분야와 비즈니스의

터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

이터의 축적과 분석은 금융사고와

활용을 연결 짓는 문제인데, 이 부

주의 한 은행이 다양한 형식으로

는 상관없습니다. 금융업계는 고객

분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금

존재하는 기존 로 데이터(Raw

과 거래내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융업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비즈

Data)를 통합적으로 실시간 처리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을 빨리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스적 활용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려 한 적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김영학 데이터를 수집하면 효과를

있습니다. 예전 데이터를 현재 시

신동철 빅데이터는 각사의 비정형

지만 비즈니스에 제대로 활용한 사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승

스템에서 운영하지 못하니까 호환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작업입니다.

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파

인취소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잔액

가능하도록 변환 작업 후 고객관계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지 못한 영역

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15년

부족입니다. 자주 승인취소되는 고

관리CRM)나 데이터웨어하우스

을 분석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

에는 보안 쪽으로 내부 통제 관련

객을 분석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

(DW)화해 활용하는 작업이죠. 국

출하려면 결국 직접 시행해야 합니

통합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입금 요청이나 잔액 부족 안내문을

내에서는 신용카드 CRM에 마케팅

다. IT적으로 시작한다는 면에서는

보안 관련 솔루션 20여 종을 한 곳

보낼 수 있죠. 2016년에는 데이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했지만

빅데이터 기술, 분석방법 등을 스

에 모으고 가동해 보며 나름 의미

분석 관련 용량을 2배 늘릴 계획입

최근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스로 배워서 업무에 활용, 유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죠.

니다.

(FDS)이라든지 내부 통제 등에 활

한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 있죠.

김영학 현대증권은 2년에 걸쳐

김응석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빅

용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김보 빅데이터는 IT 요소와 콘텐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통합

데이터 시장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

권은 국내와 유사한 형태로 관련

개발에 비즈니스적 분석이 겹치면

오른쪽부터 김응석 코스콤 IT리스크관리팀장(좌장) 신동철 NH투자증권 인프라운영부장 김영학 현대증권 시스템운영부장 김보 EY한영회계법인 Advisory본부이사

빅데이터의 리스크 관리,
숨은 부분까지 도출해내야

“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망, 프라이버시 유출이라는
반대급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
다. - 김응석 팀장(좌장)

김응석 금융권의 정보분석

요해졌습니다. 현재 각사의 빅데이

관제시스템’
을 구축했습니다. 디

인가요?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서 조직의 경우 개발자, IT 구성원

방향은 고객관리나 비즈니스

터 활용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스크나 메모리 결함 또는 서버 다

김보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좀 더

됐고요. 해외 수준도 국내와 큰 차

이 포함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는 어떤 상황인가요?

운 등 내부 문제로 인해 고객에게

일찍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과 방법

이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국내에

솔루션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현업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이 시작됐습니다. 국내는 약간 늦

서는 빠르게 추진하면서 나중에 문

에서 활용하는데, 현업에서는 솔루

와 관련해 발전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망, 프
라이버시 유출이라는 반대급부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과 리스크

착안, 고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TR

었지만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

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션이나 툴 활용이 가능한지 알기 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신동철 다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을 수집해 실시간 활용하도록 했습

하는 추세입니다. 곧 해외 사례를

는 기본부터 쌓고 하나하나 전략화

렵고, IT 쪽에서는 현업에서 원하는

관리 및 수익, 성과관리 활용이 중

NH투자증권도 몇 년째 빅데이터

니다. 사전에 문제를 감지해 장애

벤치마킹해 다양한 형태로 빅데이

하는 작업으로 전개되는 편이죠.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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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빅데이터든 기존 비즈니스

대기시간을 두어 금융사기를 방지

니다. 초점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

바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른

든 문제는 현업과 IT 개발의 관점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각

대로 제공하느냐 입니다.

는 조회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

회사의 구축사례를 듣고 좀 더 적

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현업에

광받으면서 모바일 FDS, 로 데이

김응석 NH투자증권은 회사 통합

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구축 시 보

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

서 데이터 관련 IT 이슈가 많아지

터가 추가됐습니다. 앱카드가 출시

으로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안이 가장 어려워 로 데이터에 정

습니다. IT 분야는 항상 장애 리스

면서 IT 인력을 요청하게 됐습니

되면서 기업은 보안이나 마케팅 측

는 않았는지요?

지작업을 많이 했죠.

크가 있는데, 인프라에 빅데이터가

다. 우리는 5년 정도 적극적으로

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

신동철 2015년 합병 지원 업무가

김보 해외에서는 민감 정보 부분

좀 더 보강되면 서비스 품질이 향

IT 인력을 현업에 배치해 2~3년

지 중요해졌죠. 불필요한 것은 담

많았지만 상반기에 비즈니스 로직

은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격으로 순환근무제로 운영했습

을 필요가 없으니까 디스크 용량

까지 통합하고 한 달 정도 안정화

명확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정형

김영학 리스크 관리는 인지에서부

니다. 조직 내에 데이터도 분석 가

크기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간을 거친 이후 하반기에는 현업

데이터 룰이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

터 출발하는데, 앞으로는 보이지

능하고 비즈니스도 아는 인력을 자

항상 고객의 논란이 없도록 검토하

비즈니스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요. 반면 국내 개인정보에는 민감

않는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연스럽게 구축한 것이지요.

고, 빅데이터에 활용해야 하며, 추

6개월 통합기간에 IT적 요구가 누

정보가 포함됐죠. 대부분의 기업이

고객의 요구는 차원이 높아지고 그

적돼 하반기까지 그 업무가 밀리긴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 중

들은 금전적 손해를 참지 않죠. 전

했지만 통합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

하나가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라

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이 빅데

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통

고 합니다. 나쁜 목적은 아니지만

이터가 아닐까요. 모든 경영 판단

후 소송이나 개인과 기업 간 논란

“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
형화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분
석하지 못한 영역을 데이터화 하
려면 결국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

김응석 FDS의 취약점을 이용한 금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

융 해킹 시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에 대해 외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금

합작업하면서 실제 장애는 없었습

법률상 고지해 동의받아야 하는데,

이나 사업 판단을 데이터로 정리하

신동철 해킹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이 적은

융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하고 1년

니다. 2016년에는 통합 내부 통제

현재 시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아

는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패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차단하

편인데요. 특정한 보안사고가 발생

이상 수많은 은행의 잔액을 조금씩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입니다.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김보 빅데이터는 분명 사회 이슈

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증권사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이처

김영학 빅데이터의 좋은 점은 알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해커가 접근하기 어렵게 해서 포기

대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 프

진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알려지

아닐까 우려됩니다.

만 악용 관련 리스크의 정리도 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경우 원래 목적에 한해서만 사

로세스까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리

김응석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리

요합니다. IT 부분 추진은 성과 측

김보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잘 가

용했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

이 최신 수법입니다.

스크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스크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

정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빅데이

지 않는 지역이나 시간대에 이체

다. 이때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와

것이지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니다.

터는 누가 들어도 긍정적이고, 기

및 출금을 하는 경우 이체한도나

내가 활용 동의한 범위가 동일한지

향후 빅데이터 활용방안

TR을 모은다면 그 활용은 무궁무

신동철 빅데이터와 관련해 고민하

업에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지

가 논란거리죠.

김응석 현대증권은 그동안 빅데이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향후 빅데이터라는 영역이 기업

김영학 사회적으로 정보 유출이 이

터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는

신동철 품질 향상은 확실히 이루겠

의 수익 창출이나 성과 발휘에 어

슈였지만 유출정보가 어떻게 악용

데, 2016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

네요. 기존처럼 요청 전화를 받고

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동시에 준비

되는지 이슈화된 것은 아니어서 아

나요?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오기

해야 합니다. 경영자 입장이나 IT

직까지 실제 고객이 소송이나 문제

김영학 데이터 이상 징후는 결국

전에 처리하는 것이니 미리 대비가

분야에서 시스템에 투자했을 때 보

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감지됩니다. 그래

가능하니까요.

다 더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

김보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자

서 우리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관

김영학 민원 처리 시에도 객관적으

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체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복합

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치

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설

김응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적으로 활용해 가치를 부여하고,

와 서버 사이 데이터의 한 달 밴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빙이

생각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또 하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목

지수가 500M인데 갑자기 600M가

될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흐른다든지, 평균이 300M인데

신동철 이런 서비스는 빅데이터 도

2015년 초 기사화된 내용인데, 미

100M밖에 흐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입 이전에도 제공하지 않았나요?

국 및 유럽 쪽 은행들이 해커 습격

발생한 거죠. 2016년에는 이런 관

김영학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데

을 받아 한화로 1조 원가량이 인출

점에서 네트워크를 보강할 계획입

이터를 찾기는 어렵죠. 실시간으로

“
52

기업은 항상 고객의 논란이 없도
록 검토하고 추후 소송이나 개인
과 기업 간 논란이 생기지 않도
록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
니다. - 김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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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철 부장

”

“

빅데이터의 좋은 점은 알려진 리
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리스
크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영학 부장

나의 빅데이터가 아닐는지요.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생각지 못
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

빅데이터”
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
며 좌담을 마칩니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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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실패했다고 평가돼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안타까운 현
실이다. 2002년 보급 당시에는 좋
은 기술이었고, 지금도 당장 추방
해야 할 정도의 기술은 아니다. 그

견고한 보안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비대면 거래. 이에 금융당국이 권고안과 함께 표준안을
내놓았다. 기술중립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시스템의 안정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글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자체
가 공공의 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
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서 도입의 한계
■ 비표준 기술 사용
공인인증서를 담아
보급한 기술이 MS

과거의 뼈저린 실패를
생각해볼 때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실명확인제도의
허용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

와 유심(USIM)의 고유번호를 이용

증 등 타 기관의 확인 결과를 활용

기술에 의존적이고

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

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와 통신사의

하거나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을 포

비표준 기술이었던

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점포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함할 것을 권고했다.

혹은 극소수의 물리적인 영업점을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계좌

이번 권고안은 금융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

발전시키고야 말겠다는 금융당국

감하면서 지역적 한계 없이 업무영

혔다. 또한 금융거래 시 안면-음

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인지 인식해야 했다. 결과적
으로 공인인증서가 단기적인 성과를 거

액티브X였다. 당시
당국은 특정 회사의

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버헤드를 대

한 인증 등을 공인인증서 대신 사

나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대면

폭 줄임으로써 대출금리를 낮추고

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인증은 자칫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예금금리를 높이는 등 경쟁력을 갖

제시했다.

수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

출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인증의 안

이와는 별도로 핀테크 사업자들과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금

정적 구현이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금융권에서는 이미 비대면 인증으

융당국의 권고안과 함께 눈에 띄는

로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

방식의 솔루션을 속속 출시 중이

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주축

금융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을 제도

으로 은행권이 참가해 만든‘바이

금융당국의 의지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당국

오 인증 표준 규격(안)’
이다.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분증 사본

의 표준안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

K뱅크가 발 빠르게 비대면 인증의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로 채택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K뱅

확인, 기존 계좌 활용, 기타 이에

있을까.

크는 애플리케이션이나 ATM에서

준하는 생체 인증 등의 새로운 방

사실상 공인인증서는 실패한 기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뒤 영상통화

식 중에서 두 가지를 의무 적용하

이 아니다. 어느 정도 초기 목표한

실패를 야기한다. 금융당국은 시장경쟁을

를 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단말기

도록 했다. 이에 추가로 휴대폰 인

바는 달성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전문영역별로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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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혁에 의해 과거의 기술은 폐기되는

증기관으로서의 독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법 규제는 기

점적 지위를 부여했

술중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동일몰적

다. 독점 사업자들에

이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하이테

게는 기술 개발이나 적

크 기술 진입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기술의존적

여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와

이었고, 일몰하지도 않았으며, 포지티브

관련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인증기

방식으로 규제해 모든 형태의 개혁을 차

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

성-홍채 인증과 신용카드를 이용

사업자에게 공인인

극적 마케팅의 동기가 부

비표준 기술에 집중하

역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 확인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함께 손바닥 정맥인식 본인인증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액티브X는 국가적

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도가 없었다는

으로 선택하기에는 가장 열악한 기술인

점은 가장 아쉽다. 많은 전문가가 2000년

셈이다.

대 초 당시로서는 공인인증서가 상당히

■ 진화발전 계획 전무
대체기술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비표준 기

단했다.

진보된 기술이었으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장친화적이고, 기술중립적인 정책

과 함께 세계적 표준화도 가능했을 것이

과거의 뼈저린 실패를 생각해볼

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정부의 편의에 따

때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비

술 사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라 지정된 사업자들은 기술 개발이나 글

공인인증서와 그 매체인 액티브X를 채택

로벌 시장 진출 등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할 시작단계부터 분명한 진화발전 전략이

없었다.

필요했다. 영구적인 기술은 없다. 더군다나

■ 기술 규제의 문제

인증시스템은 자물쇠를 만드는 기술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발전

장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을 법이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부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허가된 본

분의 하이테크 기술발전은 진화적 개혁

인인증기관만이 할 수 있었던 본

■ 시장경쟁구조의 철저한 배제
인증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장경쟁구조를 배제한 표준화는 필연적

(Evolutionary Innovation)이나 혁명적 개
혁(Revolutionary Innovation) 두 가지 형
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진화적 개

대면실명확인제도의 허용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과
거와는 달리 금융당국이 매우 시

인인증사업을 유권해석을 통해 본
인인증기관이 아닌 기관도 허용할

혁은 점진적이고 존속성인 반면 혁명적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소수의 독점

개혁은 급진적이며 와해성이다. 이러한 기

기관에 의해 반시장적이고, 반기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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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과정이나

제안한 바 있다. FIDO의 표준안은

결론적으로 최근 비대면 인증시스

변화를 통해 새로운 비대면 인증

2016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지분

국제적 표준안이라는 큰 장점이 있

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규 시행과

다. 문제는 개인이 키를 소지하고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를

관련해 생각해볼 때 관행적인 포

있으므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불구하고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계기로 금융회사들에는 시장점유

지티브 방식이 얼마나 많은가 하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

돌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과 기술중

율 확보를 위해 합종연횡하며 새

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예컨대

결제원 등이 만들어낸 바이오 생체

립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금융당

자본금 및 인적·물적 여건과 함

인식 표준안은 금융기관 간 정보

국이 되길 바라는 바다. 공인인증

께 영업행위까지도 깨알같이 적시

공유가 쉽도록 분산 저장하는 방법

서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

하고 있다.

을 사용하므로 정보 공유가 원활할

록 노력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를테면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는

수 있다.

SNS에서 단순 링크가 아닌 방법으

금융당국이 두 가지 표

로 청약 권유를 한다면 불법이다.

준안에 대해 특정 표

이렇듯 포지티브 방식을 탈피하겠

준안을 지정하는

는 입장을 표명하며 금융회사와 핀

다는 천명과는 달리 과거의 방식으

것은 공인인증서

테크 기술개발업체들이 신기술에

로 그대로 회귀하는 부분들이 여러

에서 경험한 실

곳에서 보인다. 포지티브 규제로의

패를 다시 범할

을 제공해 왔다. 과거 힘과 정치적

회귀는 비대면 실명 확인과 관련해

수 있다. 금융당

논리에 의해 결정하던 기술종속적

서도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가 될

국은 기술중립적

인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형국이다.

수 있어 우려되며, 또한 포지티브

인 입장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술이 개발돼 국

규제를 펴는 순간 또 다른 공인인

서 시장에서 두 가지 방

제 콘테스트인 시티모바일 챌린지

증서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에서 한국의 기술이 좋은 성적을 낸

하는 걱정 때문이다.

장이 더 나은 솔루션을 선택할 수

월하므로 미래 기술로 생각할 수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와는 다른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또 한 가지

있도록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는 생체행위에 기반한 인증시스

기술중립적인 정책 덕분이다.

는 비대면 인증 표준안으로 국내외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왜

템도 당연히 도입을 검토해야 할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신분증 사

에서 만들어지는 표준안이다. 그중

냐하면 또 다른 공인인증서와 같

대상이다.

하나가 페이팔, 레노보, 구글, 삼성

은 뼈아픈 실패를 할 수 없기 때문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등 국제적 기업들의 연합체인

이다.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

술혁신적으로 형성돼 있던 시장이

로운 개념의 비대면 인증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경쟁하는 동기부여
가 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기술중립적 정책

규격 분류

[티켓온]
바이오정보를 서버와
디바이스에 나눠 저장

[서버온]
바이오정보
복수서버 저장

[센서온]
바이오정보
디바이스에 저장
개인 주도

금융회사 주도

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겠다

비식별 확인키가 인증용 은행 간 호환키

도전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양

바이오정보 시스템

본과 기존 계좌 활용을 전제로 비

자료 : 금융결제원

대면 실명 확인 방침을 정했다는

금융당국이 기술중립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은 금융회사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

금융당국이 기술중립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요한다. FIDO
가 내세우는 글
로벌 표준과 한
국은행, 금융결
제원이 제시하는
국내 표준 둘 중에

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기술적으로 우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외적인 부분

FIDO 표준안의 의미

FIDO

표준안이다. FIDO

게다가 두 가지 표준안이 생체 특

요하다. 게다가 이제는 금융회사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월스

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그러나 이같이 다수의 긍정적인

표준안은 서비스 사업자가 소유한

징에 기반한 비대면 인증을 하는

들이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 전략

트리트저널을 통해 알려진 대로 미

있는 사기범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정

서버에 저장하기보다 개인이 소유

반면 생체 행위에 기반한 비대면

을 설정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식

국에서 560만 개의 지문이 이미 해

급받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하다.

책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

한 단말기에 개인키를 저장하고 서

인증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새로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킹되고 애플페이를 통한 사기거래

이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

도 사실이다. 그중 첫 번째는 당국

비스 사업자와의 통신에는 공개키

인증기술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가 6%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노출

의 각종 규제가 아직도 관행적으

를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간과할 수 없다. 두 가지 표준안보

본인인증기술 및 시스템 진화발전

다소 조심스러운 당국의 입장이 십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촉망되는 하

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취해지면서

다.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서비

다 오히려 행위기반 인증 표준안

계획을 설정하고, 신중하지만 명

분 수긍된다. 애플페이는 편의성을

이테크 기술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당

스 사업자나 개인단말기 등 여러

이 나온다면 더욱 안전한 솔루션

확하게 장단기적인 전략을 세운

극대화하고 동시에 일회용 비밀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당국의 상황

국의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곳에 분산 저장하고, 제3자 인증

으로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도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

호를 사용해 보안성을 높였다. 그

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특

(TPA)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있는 것이다.

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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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T

Catch Up

금융투자업계의 공공인프라,
STOCK-NET
그림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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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IT

Convergence IT

이어 TV 스틱(Fire TV Stick)으로

등 신개념 개인방송 수단이 속속

거실에 있는 TV나 방에 있는 모니

등장하고 있다.

터에 연결해 볼 수도 있다. 게임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래의 디지털 콘텐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날이 힘을 받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대인을 몰입하게 만드는가. 바로 콘텐츠다.
글 박창선 IT 칼럼니스트

몰입감 높은 경험

광고

빅데이터

가상현실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이어 TV 스

더 빠르게, 더 멀리 성장하는

틱으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사업자는 더 정교한 개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를 위한 장치

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플릭

와 서비스만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

스(Netflix)를 예로 들어 보자. 넷

다. 창작자 역시 새로운 도구와 기

플릭스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대표적인

는‘추천 알고리즘’때문이다. 시

것이 3D 카메라와 저작도구다. 3D

청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제안한

카메라는공간을입체적으로기록한

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다. 3D 정보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

분석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넷플

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원천으

디지털도 마찬가지다. 동영상의 경

릭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콘

로 쓰인다. 예를 들어 3D 카메라로

우 지역별 시청 제한을 두는 것은

텐츠 업계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찍은 영상이나 3D 저작도구로 구현

기본이다. 음악도 스트리밍 서비스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준 높은 개인

한게임을마이크로소프트홀로렌즈

는 국가별로 앱 설치에 제약을 두는

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또는 페이스북에 인수된 오큘러스

경우가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OTT

리프트 등 HMD

VPN

Over the Top

사업자와 스마트TV업

실시간 스트리밍

Head Mount Display

장치로

멀티 채널, 멀티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자료: Ncooper

을 이용하는 사용자

Virtual Private Network

체 모두 맞춤형 추천을 중요한 사

즐기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

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명 VPN 앱

용자 경험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을 할 수 있다.

들의 선전 문구에“해외에서도 넷

는 단순 분석을 넘어 감성 분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느낄 수 있

플릭스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

(Sentimental Analysis)까지 정교

는 디지털 콘텐츠는 꾸준히 늘고

다”
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함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사용

있다. 게임 쪽에서는 개념 검증 차

이해되는가.

자의 성별, 나이, 시청 이력 등에

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5G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더 새롭

대한 분석을 넘어 이제 시청자의

신기술 수용에 발 빠른 광고와 영

고,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즐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 콘텐츠를 추

화계에서도 가상·증강현실로 표

길 수 있을 것이다. 더 빠른 통신속

우리가늘휴대하고,곁에두는

트폰을 만나면서 새로운 콘텐츠 유

흔히 크고 무거운 파일 원본을 일

천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현한 작품을 내놓고 있다. 2015년

도,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모바일 장치는 현대인이 문화

형과 소비패턴이 자리 잡았다. 웹툰

일이 내려 받지 않고 가볍게 스트

스트리밍은 개인방송 영역에까지

1월에 열린 선댄스영화제에는 가

모바일 장치는 우리에게 더욱 깊이

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안식처다. 거

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출판은 모바

리밍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쓰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

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TV를 보

일 열풍을 타고 새로운 유행이 됐

콘텐츠 제작사·배급사 입장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에 대한 관심이 커

가 다수 출품됐다.

이다. 더불어 모바일 광고시장 규

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손에 꼽을

다. 그리고 동영상, 음악, 게임은 스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아짐을 뜻한

지고 있다. 개인방송의 대명사 아

한편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모는 더 커지고, OTT 사업자와 대

정도다. 각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트리밍(Streaming)을 통해 모바일

다. 아마존(Amazon) 프라임 서비

프리카TV 외에도 자신의 스마트폰

가능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

형 포털·검색, 소셜미디어업체 간

PC로 웹툰, 소설, 드라마, 영화, 음

시대에 적응했다. 통신속도와 네트

스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스

으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소셜

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달할 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

악을 즐긴다.

워크 대역폭의 제약을 기술로 넘어

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앱을

미디어에 있는 지인들에게 방송할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국

한 국가별 이용 제한을 우회하기

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용해 아마존이 제공하는 영상과

수 있는 미어켓(Meerket), CCTV

가·지역별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위해 VPN을 사용하듯이 넘치는

실시간으로 생산·소비

것은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실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PC에서는 브

로 관광명소, 축제 등을 실시간으

제한이 있다. 예전에 DVD에 지역

광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다

기가인터넷·4G 통신환경이 스마

간’
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라우저를 띄워 이용하면 된다. 파

로 방송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코드를 적용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62

Financial IT Frontier·2016 NEW

www.koscom.co.kr

63

Life & IT

Healing IT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기혁명 필수앱 4선

똑똑한 앱은
삶을 지혜롭고
윤택하게 한다.

일상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일과 공부, 산책이나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몰입이 필요하다.
불필요함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기관리를 가능케 하는 앱 네 가지를 소개한다.
글 이현우 아시아경제신문 기자

별자리표

개발자 Escape velocity limited

스카이
스터디

공부할 때나 책 읽을 때 너무 조용하면 되레 주의가 분산되며 산만해지기 쉽다. 오
히려 약간의 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색소음이라
한다.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거의 일정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는 신호로 특정한
청각패턴 없이 단지 전체적인 소음레벨로서 받아들이는 소음이다.
백색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오히
려 거슬리는 주변의 소음을 덮어 주는 작용을 한다. 백색소음에는 진공청소기나 사
무실의 공기정화장치, 그리고 파도소리, 빗소리, 폭포소리 등이 있다.
스카이스터디는 백색소음을 통해 집중력을 올려 주는 앱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
려대 등 주요 대학 카페 및 도서관의 백색소음을 들려준다. 카페나 도서관에서 발
생하는 발자국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문소리, 웅성대는 소리 등의 백색소음이 역
으로 사용자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공부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사용자가 언제, 어떤 장소의
소음을 들으며 얼마 동안 공부했는지 통계를 보여 준다.

스키장으로 겨울여행을 떠나면 공기 좋은 산에 위치한 숙소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
다. 도시보다 훨씬 많은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만나지만 각각의 별이 무슨 별인지,
별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은 천체망원경 등 관측도구 없이는 쉽지 않다.
별자리표는 특별한 관측도구 없이도 내 머리 위에 무슨 별자리가 떠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다. 앱을 켜고 스마트폰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면 지금 보고 있
는 별이 무슨 별인지 바로 알려 준다. 별자리표 앱은 GPS 기술을 활용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12만5,000개 이상의 별을 정확히 표시한다.
각각의 별이 만드는 88개의 별자리 또한 17세기 천문학자 요하네스 헤벨리우스의
도판에 근거해 콘스텔레이션 이미지로 보여 준다. 수평선 아래의 하늘에 위치한 별
도 볼 수 있고, 밤에 태양이 있는 곳도 확인 가능하다. 낮에도 지금 하늘에 어떤 별
들이 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육용 앱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8개 국어를 지원한다. 아이들의
별자리 공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품었던 의문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후후

개발자 kt cs Co.,Ltd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스팸·광고 전화로 정작 받아야 할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부 전화는 스팸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함부로 받기도 무서운 세상이다.
후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앱이다. 본인이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한눈에 확인하고 골라 받을 수 있다. 후후는 스팸이나 스미
싱을 예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전화번호를 복사한 후 상단의 위젯을 열면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전화번호는 바로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전화로는 2,000만 개 이상 전화번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악성 전화번호 정보도 알 수
있다. 상호, 업종, 지역 등 전국 114 전화번호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스팸, 안심번호를 등록하면 나만의 스팸번호를 전화수신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 연락처와 연동돼 키패드 기능이 제공되며, 즐겨찾기 번호도 설정 가능
하다. 다만 아이폰은 IOS8.0 이상, 아이폰4S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와 영어 2개 버전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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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Keunwoo Choi

캠스캐너

개발자 INTSIG information Co., LTD

종이문서를 바로 스캔해 PDF나 그림 파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연결된
스캐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하게 문서를 전송해야 하거나 컴퓨터용 파일로 변환시
키기 위해 스캐너, 복합기를 찾는 건 힘든 일이다.
캠스캐너는 이런 불편을 없애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문서를 스캔해 텍스트, PDF,
JPG 그림 파일 등으로 바꿔 주는 앱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바로 문서를 스캔
해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책이나 만화, 전단, 영수증, 도면, 화이트보드 등 모든 종이문서를 간단히 스캔해 저
장할 수 있다. 사진에 적힌 글자 역시 OCR 문서인식 기능을 활용해 텍스트로 내보
낼 수 있다. 중요 문서나 주민등록증 등 자료도 스캔해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선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고, 해외에서 팩스로 발송도 할 수 있다.
또한 스캔 후 저장된 메모, 시간표, 책, 문서 등은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
다. 회원가입하면 저장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동기화할 수 있으며,
실수로 데이터를 분실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시 내려 받을 수 있다. 캠스캐
너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4개 언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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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방‘울랄라’
의 일상
무작정 오키나와로 날아간 어느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당신, 한 박자 쉬어 가자.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새해 다짐 대신 자연스럽게
한 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까. 대형 서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어느 날 오키나와의 헌책방을 이어받기로 결심한다.
글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인연이 헌책을 보내주면서 헌책방 울랄라의 책장이 채워

지 않은, 하지만 요리와 음악에는 무엇보다 친근함을 느

져 갔다.

끼는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책을 팔아 보자고 결심하게

“도쿄, 에히메, 후쿠오카로 간 이전 회사의 상사, 출판사
직원들이 책을 상자로 보내주기도 했다. 책에는 그 사람

이 책의 매력은 한 번에 후루룩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 취미, 관심사,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고스란히 드러난

독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거나 골똘히 생각하게 하는

다. 그런 소중한 책을 나에게 맡겨 주다니 가슴이 뜨거워

그런 부담은 없는 책이다. 그래도 책장을 덮으면 뚜렷한

졌다. 잘해야지. 거듭 다짐한다.”

생각은 하나 스친다. 때로는 굳이 답을 찾지 않고 그 상

이밖에도 서점의 로고, 명함, 전단지, 간판, 인테리어 등

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면서 답을 어느새 떠올리는

은 주변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와줬다. 저자는 헌책을 차

방식도 좋을 법하다. 새로운 해에 큰 의미를 부여해 목표

에 싣기 위해 운전면허를 태풍이 몰아치는 날부터 준비

를 세우고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올해에도 이렇게 젖어

하고, 어린 시절 친구가 놀리던‘울랄라’
를 서점 이름으

들어가겠구나 생각하는 것. 그것도 새롭게 살아가는 방

로 결정한 일만 맡았다.

식 아닐까.

일본 대형 서점인 준쿠도에서 근무

그런데 여기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어

그러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

하던 저자는 갑자기 오키나와 지점

떤 굳센 의지나 굳은 다짐은 찾아볼

게 된다.“되도록이면 독립적으로 살아온 나였기에 남에

으로의 발령을 신청한다. 도쿄지점

수 없다.‘왜 하필 오키나와에?’
‘왜

게 의지하는 일은 사실 불편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장은“2년만 있다가 오라”
고 통보했

하필 헌책방을?’같은 사람들의 질문

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운전도, 힘쓰는 일도, 디자인

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저

에‘사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며

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게를 차리려 했던 것일까? 무모했

자는 생각이 바뀐다. 일을 그만두고

속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다. 초

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스스로의 무능력을 실

무작정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기

점은 저자가 왜 헌책방을 운영하려고

감하는 날들이었다.”

로 결심한다.

했는지 그 이유를 일상 속에서 찾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저자가 오키나

데 있다. 간간이 느껴지는 헌책방의

답이없어도걸어갈수있는인생길

와에서 헌책방을 열게 된 과정, 그리

매력은 덤이다.

저자가 대형 서점에 근무했을 당시 굳이 오키나와 지점

고 그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에

에 지원한 것, 그리고 점장이 약속한 2년이 다 돼 가는 시

피소드가 담겨 있다.

군데군데 스며든 헌책방의 매력

점에서 그만두고 시장에 헌책방 울랄라를 열게 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나‘내

시장의 헌책방‘울랄라’
는 세계에서

는 책의 후반부에야 나온다.

능력 밖’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

가장 소규모 헌책방이라는 타이틀을

“당시준쿠도서점은도호쿠지역에서점을잇따라개점했

갖고 있다. 시장 한구석 옷가게와 반

다.책을주문하고현지로서가를정리하러다니며인문서

찬가게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울랄라는

담당으로서 특히 향토사 코너를 만드는 일에 뿌듯함을 느

다다미 세 장 크기다. 손님 세 명이 들

꼈다. ⋯ 도쿄에는 수천 개의 출판사가 있지만 도쿄의 향

어오면 꽉 차는 가게로 누군가 책을

토책만 꾸준히 출간하는 출판사는 거의 없다. 근처 지명

들 잘하고 있잖아. 나 하나는 어떻게든 먹고살 수 있지

사가야만 새로운 헌책이 들어올 수 있는 정직한 시스템

의 유래나 (준쿠도 서점의 본점이 있는 이케부쿠로가 속

않을까? 책을 파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

을 갖추고 있다. 6편의 미술 전집이 들어와도 놓을 자리

한) 역사 조사에 필요한 책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에도 거

고 말이야.’거의 손대지 않던 트위터에 들어갔다. 타임

가 없어 결국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아쉬웠다. 현지에서 책

라인에 도쿠후쿠도가 쉬게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도 있는 게 바로 시장의 헌책방 울랄라다.

을만들고,현지에서파는일을그때부터동경하게됐다.”

도쿠후쿠도의 홈페이지를 열었다.‘새로운 주인을 찾습

준쿠도 서점에서 입사 10년 차를 지냈던 저자도 헌책방

한가롭게 손님을 기다리는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책을

니다.’이거였구나. 메일을 쓰다가 그만두고 아예 전화

을 다시 열 때에는 새내기 창업 사장으로 돌아간다. 시장

읽다가 문득 과거를 떠올리면서 저자는 헌책방을 선택한

를 걸었다.”

상인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과거 준쿠도 서점에서 맺었던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내고야 만다.“그래서 한 번도 가보

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자는 오키
나와에 남기로, 그것도 헌책방을 떠
올렸다.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저자 우다 도모코 | 역자 김민정
출판사 효형출판사

“
‘헌책방 주인이 되는 건 어떨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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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무작정 오키나와로 온 이유다.”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저자 도종환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시화선집을
냈다. 시 곁에 함께 어울리
는 풍경들이 책장에 스며들
어 있는 만큼 그냥 시를 읽
었을 때보다 마음에 울림이
더 크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에
세이와 한 편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곱씹게 하는 시. 비
슷한 유형이지만 상반되는
매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서
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여느 선배가 한 말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책을
들게 된다고. 처세술이든, 소설이든, 어떤 책이든 현재 고민하
고 있는 부분이 항상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를 듣고는 무릎을 탁 쳤다. 시도 마찬가지다. 처세술을 담은
책처럼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려
주진 못하지만 옆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역할은 톡톡히
해주는 게 시다. 답은 원래 누가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 찾아야만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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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의 단면
기억 속 멜로디
글 박영웅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에게 다른 추억으로 기

서울시 구로구 개봉역 근처에 위치한 나의 단골 레

해 친구들과 돌려 듣는 것이 유행이던 그 시절, 나는

시대다. 레코드가게를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음악과

억된다. 모두가 봄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설렘을 느낄

코드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좋은 향기의 음악

소니 워크맨의 로망과 CD플레이어의 생경함 사이

훌륭한 뮤지션을 탐구했던 나의 학창시절은 이제 추

때 누군가는 가슴 아픈 이별을 떠올리며 다른 기억을

이 나를 반겼다. 전철역 어수선한 상점 길가에 떡 하

에서 방황하던 세대였다. 레코드가게에서 흘러나오

억일 뿐이다. 그 많던 레코드가게는 다 어디로 갔을

찾는 것처럼. 살면서‘내 얘기’같은 노래를 접하는

니 자리한 레코드점은 마치 숨겨진 맛집과도 같았

는 노래들은 날 자극하기 일쑤였고, 라디오와 잡지

까.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레코드가게를 찾기란

것 또한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잊고 지냈던 기억

다. 불쑥 나타나 음반을 꼼꼼히 살펴보던 내게 어느

는 나의 음악선생님이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쉬운 일이 아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음악에만 집중

의 한 조각은 추억의 부메랑처럼 다가와 당시의 나를

날 주인아주머니는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물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

하던 그때의 나른함이 때로는 그립다.

가 아니었기에 더욱 간절한 추억인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꺼내본 나의 첫 카세트테이프 왬 앨범의

생각하고 떠오르게 한다. 그만큼 기억 속 멜로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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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수가 누군지는 알고 듣는 거니?”

마치 지난날의 여러 단면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아주머니 눈에는 초등학생 꼬마의 음악 취향이 꽤나

tvN‘응답하라’드라마 시리즈가 인기다. 결국 유행

신기했었나 보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당시 내가

추억을 싸고 있는 카세트테이프

서 가장 순수하게 음악을 들었던 시절들이 한꺼번에

은 돌고 또 돌고, 그것이 마케팅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동전을 탈탈 털어 처음 구입한 카세트테이프 하나만

하루 종일 앨범 재킷을 만지작거리며 워크맨 배터리

소환된다. 순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

추억을 떠올리는 건 늘 반가운 일이다. TV 속 1990년

큼은 정확히 기억한다. 왬(Wham)의‘Music From

가 닳을 때까지 음악을 듣던 시절의 희열은 분명 온

음이 스친다. 고작 세간의 평가와 차트의 성적 따위

대 음악 역시 온전히 추억의 대상이다. 1990년대에

The Edge Of Heaven’앨범. 30년이 흘러도 매년

라인 음원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곡을 쉽게 스킵해

에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음악의 진짜 본질에 소홀

학창시절을 보낸 내 또래라면 누구나 레코드가게에

겨울이면 울려 퍼지는 명곡‘Last Christmas’
가수

듣거나 고작‘좋아요’
를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했던 건 아니었는지. 이제는 아끼지 말고 어릴 적 꼬

대한 추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나에게 레코드가게

록된 그 음반이다. 가수가 누군지, 어떤 음악을 하는

감성적 층위를 지닌다. 적어도 그것은 나만의 추억

마가 돼 그저 즐겁게 음악을 들어야겠다.

는 천국이었다. 음반을 구해 밤새도록 듣는 것이 하

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스피커 바깥으로 들

이라는 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기억 속 음

미국 출판계에서는 20년이 지나도 평가가 바뀌지 않

루의 전부였던 시절이다. 그것이 곧 나의 학창시절

리는 멜로디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구입한 음반이다.

악이라는 점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았을 때만 클래식이란 칭호를 붙인다고 한다. 내 추억

유일한 행복이었다. 레코드가게 주인아주머니와 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곳. 어디선가‘Last

도 하다. 그때의 음악은 분명 나만을 위한 카세트테

속 음악들이 한참을 지나서야 다시 가치를 인정받는

분을 유지하며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발매일에 맞춰

Christmas’
가 들려올 때면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

이프이자 나만의 추억이다.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나

하굣길 레코드가게에 들르거나 했던 추억. 묻지도,

을 콕 집어 추천해 주던 단골 레코드가게 아주머니

세상에는 다양하고 좋은 음악이 수없이 많다. 지금

중에서야 비로소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 최고의 추억

따지지도 않고 장르의 편식 없이 고루 음악을 섭취했

가 문득 떠오른다.

은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이 될지 모를 일이다.

던 그때의 습관은 지금 생각해도 고맙다. 두루 음악

학창시절의 난 마치 탐험가라도 된 듯 좋은 음악을

을 접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힌 것도, 지금 음악 가까

발견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늘 좋은 음악을 놓칠

독자의 글을 받습니다

이서 평생 직업을 찾게 된 것도 학창시절 다양한 음

새라 라디오 앞을 사수했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Financial IT Frontier> 게재와 함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분량은 글자크기 10포인트로 A4 2장

악을 접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음반을 구입했다. 카세트테이프에 인기가요를 녹음

Financial IT Frontier·2016 NEW

재킷 종이 모서리가 닳아버린 걸 보면서 내 인생에

여행, 레저, 생활에서 얻은 경험담 등 마음을 움직였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내외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ohhoney2@naver.com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보 담당자(02-767-8533)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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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오감을
사로잡는
문화소식

세기적 예술가의 비하인드 스토리

불후의 명작

빛의 화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

백남준 그루브_흥

에쿠우스

모네, 빛을 그리다

서울한옥박람회

신년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소개한다.
무대 밑 유쾌한 반란

오케피

우리나라를 대

관객에게 선보

프랑스의 대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주거공간이자

표하는 세계적

인 지 약 40년

인상파 화가이

대안적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한옥의 비전을

아티스트인 백

이 된 연극‘에

자 인상파 양식

볼 수 있는 박람회다. 전시장은 크게‘IDEN

남준의 이번 전

쿠우스’. 삶의

창시자 중 한 사

TITY’
,‘NOW&HERE’
,‘VISION’3개 주제

시에서는 미국

영원한 화두인

람인 클로드 모

로 나뉘며, 전통 대장간 가마를 재현하는 등

영상자료원의

신·인간·섹스

네. 이번 전시는

의 야외전시도 마련됐다.

영상, 다양한

에 대한 고민과

예술과 IT 미디

기간 2월 18~21일│장소 서울 세텍│문의 02-741-3576

미공개 영상,

잠재된 욕망을

어를 결합한 컨
버전스 아트전

백남준 강연 등

다루는 영국 작

을 볼 수 있다.“내 영상을 보려면 적어도

가 피터 셰프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파

으로 관람객에게 혁신적 문화 체험의 기회

30분은 봐 달라”
고 했던 백남준의 진가를

격적인 소재의 작품에 조재현, 안석환, 류덕

를 제공한다. 전시는‘이해의 시작’
,‘영혼의

한국 뮤지컬 대상 극본상, 더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 수상 등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시회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티켓 소지 시

환 등 연기력 탄탄한 배우들이 합심했다.

이끌림’
,‘인상의 순간’
,‘비밀의 정원’
,‘모

뮤지컬‘오케피’
가 공연 중이다. 일본 스타 작가 미타니 고키의 원작으로 황정민과 오만석 등

1회 재입장이 가능하며, 세종문화회관 홈페

17세 이상 관람가로 2000년생 이전 출생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다. 뮤지컬 속 뮤지컬로 훌륭한 음악을 자랑하

이지(www.sejong.or.kr)에서 도슨트 안내

자만 관람이 가능하다.

는‘오케피’
에‘엘리자벳’
과‘레미제라블’
의 김문정 음악감독이 힘을 보탰다. 관람시간은 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 ~2월 7일

기간 ~2월 28일│장소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150분이며,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공연이 예정돼 있다.

기간 ~1월 29일 | 장소 세종미술관 1관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

문의 070-7860-2719

기간 ~2월 28일│장소 LG아트센터│문의 1544-1555

문의 02-399-1152

문의 02-766-6506

All that Universe

옥주현, 뮤지컬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근·현대 서양미술사의 거장들

NASA 휴먼어드벤처展

VOKAL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네의 빛’
,‘사랑의 진혼곡’
,‘자연의 거울’
,
‘루앙의 기도’등으로 구성됐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마션’
,‘인터스텔라’등이 연달아 흥행하면서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

가수에서 뮤지컬

피카소와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근·현

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전시는 우주복, 탐사기구, 비행선 등 우주 탐사와 관련한 수백

배우로 성공적으

대 서양미술 작가들의 유화, 석판화, 조형작품

개 물품으로 이뤄졌다. 또한 우주공간을 재현한 포토존, 중력체험존,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로 안착한 옥주현

100여 점이 전시된다. 작품들은 모두 베네수엘라

강연 등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시작된 이 행사는 스웨덴, 스페인, 일본, 태국 등에서 차례로

이 데뷔 10주년

국립미술관재단의 국보급 소장작품으로 더욱 가

열리고 있다. 기간 ~2월 11일│장소 일산 킨텍스│문의 1644-5210

을 맞아 콘서트

치 있다. 피카소 작품 24점, 샤갈 작품 9점, 프란

‘VOKAL’
을 개최

시스 베이컨 작품 15점, 앤디 워홀 작품 10점 등

한다.‘노래’
를뜻

국내에서 특히 더 사랑 받는 작가들의 세계를 만

하는‘VOCAL’

날 수 있다. 평일 오후 1시에는 도슨트 프로그램

에 옥주현의 성인‘OK’
을 합성한 단어인
‘VOKAL’
이 콘서트 타이틀이다. 옥주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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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시회

도 진행된다. 기간 ~3월 1일│장소 한가람미술관 제5, 6전시실│문의 02-580-1300

LIKE DINO, 공룡大전

2005년 뮤지컬‘아이다’
로 데뷔 후‘시카

설 연휴를 포함해 휴관일 없이 운영되는 실

고’
,‘레베카’
,‘엘리자벳’
,‘위키드’등에서

내 공룡 체험전‘LIKE DINO, 공룡大전’
은아

주연을 도맡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뮤지

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전시회다. 상상 속 공

컬 무대에서 선보인 곡들과 최근 발매한 음

룡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실감 나게 재현한

반‘그대 따르리’등을 비롯한 솔로곡 및

콘텐츠와 어린이의 감성·지능 교육에 효과

가수 데뷔 이후의 각종 히트곡을 부를 예정

적인 콘텐츠,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다.

에듀테인먼트 전시회다.

기간 1월 22~23일│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기간 ~3월 1일│장소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

문의 1544-1555

문의 1666-7961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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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지역과 함께
꿈꾸며 코스콤은 한뼘 더 성장합니다.

겨울은 따뜻하다. 나누는 이들이 있어서다.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
아주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

사랑의 연탄나눔
지난 11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
을에서 코스콤 연탄나눔 봉사활동이 진행됐
다. 코스콤은 매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기부행사를 하고 있
으며, 2015년에도 서울·경기지역 저소득 가
정 50가구에 연탄 1만5,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연탄 1,200장을 개미마을 6개
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자리였다. 양손 가득

쪽방촌 사랑나눔

연탄을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 이웃 가정

코스콤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쪽방촌 500가정을

에 일일이 연탄을 쌓는 수고로움 속에 평소

방문해 이불, 목도리, 장갑, 트레이닝복 등 방한용품을 담은 선물

야외활동이 부족했던 임직원들이 상의가 다

세트를 전달했다. 정연대 사장과 송재원 노조위원장 등 35명의 임

사랑의 김치 Fair

끝전기부금 전달식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노력만큼

직원이 쪽방촌 주민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선물박스를 직접 배달

지난 11월 18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금융투자업계 공동 주관으로‘사

2015년 연말 코스콤 임직원 가운데

의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했다. 쪽방촌 주민들은“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랑의 김치 Fair’행사가 열렸다. 총 51개사 550여 명의 업계 임직원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급여부

이번 행사를 도와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

것”
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봉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회사

참여한 가운데 김순자 명인의‘맛있는 김장 담그는 법’시연을 참고로

터 모아온 끝전을 불우이웃에게 전

의 연탄나눔본부 관계자는“이처럼 지속적인

인근에 이처럼 어려운 형편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잘 몰랐

김치 7,500포기를 담갔으며, 김장김치는 복지시설 등 50여 곳과 저소득

달하는 끝전기부금 전달식이 있었

후원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이 많

으며, 짧은 봉사시간이었지만 그분들께 도움을 전할 수 있어 행복

가구에 전달됐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 유관기관 및 금융업계 임직원

다. 이 후원은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

지 않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들과 함께 코스콤 임직원들도 복지시설에 전달할 김치 담그기 행사에

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이 직접 기부처를 선정함으로써 나
눔실천의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임

가족봉사활동 쿠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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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3곳의 기부처를 선정, 이에 따라 총

지난 12월 12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코스콤 임직원들의 가족봉

773만9,421원의 모금액을 라파엘의

사활동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

집, 선유지역 아동센터, 영등포 장애

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에 기여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파니스에서 코

인 사랑나눔의 집에 전달했다. 앞으

스콤 직원과 가족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그동

로도 코스콤은 꾸준히 끝전기부 활

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빠와 딸이 함께 쿠키를 만들어

동을 통해 늘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

보고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됐다.

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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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핀테크 테스트베드센터 개소
지난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핀테크 테스트베드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경수 KRX 이사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
럼 의장,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김영린 금융
보안원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 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만드는
공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는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전산망에 연
동해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인프라로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
베드는 서울 코스콤에, 은행권 핀
테크 테스트베드는 분당 금융결제
원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KOSCOM
News

코스콤-미래에셋 200억 규모
핀테크 투자조합 1호 결성
코스콤과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지난 10월 29일
금융시장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코스콤-미래
에셋 핀테크 투자조합 1호’
를 결성했다.
이 조합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75억 원을,
미래에셋증권이 45억 원을, 코스콤이 8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운영되며, 기술과 아이디
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의 재
정과 경영 부분을 지원한다.
코스콤과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앞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발굴과 분석, 투자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 상호 협조, 조합 운영의 시너지
를 창출할 방침이다.

강신 코스콤 본부장, K-ICT 정보보호 대상에서 올해의 CISO상 수상

정연대 코스콤 사장, 신년사 발표

“새해에도 도전과 혁신 거듭하자”
코스콤이 새해 시장 상황과 지배구조 변화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이
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4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2016년에는 올
한 해의 의미처럼‘도전과 창조’
, 그리고‘혁신’
의 자세로 우리의 목

강신 코스콤 인프라본부장이 제14회 K-ICT 정보보호 대
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인‘올해의 CISO상’
을수
상했다. 강 본부장은“이번 수상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
하고 열심히 임한 직원들 덕분으로 앞으로 CISO로서 정
보보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
고밝
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강 본부장은 조직의 정보보안을 위해 내
부 보안체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
는 데 주력했다. 회사 전체 임직원이 보안의식을 갖고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임
직원과 외주 용역회사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점검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정보보호
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코스콤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자”
고밝
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온실가스배출권시장 개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
대 등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에 부응해 IT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했고,
해외에서도 태국 청산결제시스템 가동과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
탄, 베트남 증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말까
지 반납해가면서 역할을 수행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사장은“지난해 추진한 성과를 토대로 경영 및 사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 ATS 도입 등 급
격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사장은“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말겠다’
는‘마부위침(磨斧爲針)’
의 정신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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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SW 제값주기 우수 업체로 선정
지난 12월 6일 2015년 SW 주간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세미나에서‘SW 제값주기’우수
발주기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간담회가 미
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발주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추
천받아 협회 임원단(업계 대표 54명)이 참여
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코스콤은 SW 업데이트 비용을 SW 구매가의
50%로 계약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
성에 기여했다.

코스콤,‘증권주문중개허브 솔루션
(STP-HUB)’인도네시아에 수출
코스콤이 지난 12월 31일 인도네시아 금융IT
기업인 마이크로피란티(Micropiranti)와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허브
(HUB)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콤의 STP-HUB는 기관투자가들과 증권
사 간의 주문 경로를 자동화하는 IT 솔루션
으로 현재 국내 150여 개 금융기관이 사용
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자국 증권
시장 내 주문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효
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증권 주문에
대한 전산 및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스콤은 자체 솔루션인 STP-HUB를
해외에 첫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시장 IT
솔루션 파트너를 위한 해외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태국증권거래소 청산결제시스템, FOW Awards 수상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공동 개발해 태국증권거래소에 수출한 청산결제시스템이 지난 12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FOW International Awards 2015’
에서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FOW(Futures and Options World)는 1982년 설립된 세계 자본시장 관련 뉴스 및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년 자본시장 신기술 관련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FOW는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거래소가 수출한 태국증권거래소 청산결제시스템이 사용자 접근
성 및 운영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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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Financial IT Frontier>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스마트하게 독자엽서 보내기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독자엽서 보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inancial IT Frontier>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금융IT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등
독자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더 나은 책을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알찬 선물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석
그동안 빅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번
기사에서와 같이 고객의 다음 행동까지 측정하고 오차 없이 예측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이
러한 빅데이터 기술이 인류 행복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한한 천연
자원, 화수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WiFi 사용 환경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임
글로벌 IT와 시스템 보안의 세계 조류, 국내 시장의 발전 방향
등을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제훈 전무에게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이란 정
보보안 강화 등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확고히 해야만 편의성
증대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5년 가을호 독자엽서 당첨자

??
?

Happy Quiz

1

사람이 아닌 로봇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

2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 및 상품 운용 트레이더

문화상품권

스를 무엇이라 할까요?
<힌트 : 20P>

<온·오프라인 당첨자 명단>
김성록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안재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김영현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오혜인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애로

김유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유광열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김지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승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문희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승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박재현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이준홍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애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이춘임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순옥 |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조봉진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송재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조석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신승남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한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응모방법 엽서 또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 (ohhoney2@naver.com)
희망상품도 함께 적어주시면 해당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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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의 시세 및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한국
형 트레이딩 솔루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38P>

3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면서 형성되는‘고객 체험’
을 무엇이라 할까요?
<힌트 : 49P>

풀칠하는 곳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4.8~2017.4.7
서울여의도우체국
승인 제40473호

받는 사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주)코스콤 대외협력부

0 7 3 2 9

신청자

연락처

주소
코스콤 사외보에서는 퀴즈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상품을 보내 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매
호 상품 발송이 완료된 후에는 수집된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2016 NEW

1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2

다음 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코스콤 사외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퀴즈 정답을 적어 주세요.

<Financial IT Frontier>는 금융I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나 원하는 기사가 있으시면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내용은 더 좋은 매거진을 만드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