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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w

2016년 IT 트렌드,
중간 점검과 하반기 전망

전달된다. 소비자는 디지털 시스템
을 통해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실
제로 물리 세계라 할 수 있는 우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정보와 물리 세계의 정보를 융합해
기업은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기술(IT)과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

올해 초 기대를 받았던 기술들이 어떻게 업계에 적용,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반기를 전망해본다.

모델을 확보하게 된다.

글 임유경 LG CNS 총괄연구원 사진 가트너·한국경제DB 제공

디지털 비즈니스 사례들을 보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업계
를 위협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기
업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며 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기
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버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 주목한
IT 트렌드, 디지털 비즈니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인공지능AI의 비즈니
스 적용 방안과 사회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던 것처럼

가트너가 발표한 2016년 10대 전략 기술
전략 기술
1. 디바이스 메시

지난해 연말 글로벌 IT 리서치 기

3. 3D 프린팅 소재의 다양화

클라우드가 기업 IT의 새로운 핵심이 될 것

4. 코드로 만들어내는 혁신 역량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오퍼링을 코드로
만들어내는 혁신 역량

5.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보

분석할 만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6. 인텔리전트 에지

지능형 IoT 디바이스

4. 만물 정보

5. 진보된 기계학습

빅데이터 저장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관리 방안까지
고민이 확장돼야 한다는 의미의 만물 정보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술인 진보된 기계학습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7. 진화된 보안 아키텍처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진화된 보안 아키텍처

모호해지는 곳에서 탄생하는 새로
8. 진보된 시스템 아키텍처

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버Uber

GPU를 활용한 병렬 처리 등 시스템 성능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진보된 시스템 아키텍처

9. 메시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레고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10. IoT 플랫폼과 아키텍처

파편화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IoT 플랫폼과 아키텍처

통해 차량의 물리적인 위치가 디지
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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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Airbnb도 자사 소유의

3. 클라우드 코어

로봇, 드론, 음성인식 등 똑똑한 기계와 사물들의 확대

털 정보로 전환되고, 이 정보는 이

경영진 주도의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디지털 정보를 물리 실체로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학, 의약, 항공우주 등 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3D 프린팅 소재의 다양화 기술

6. 똑똑한 기계와 사물들

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센서를

1.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2. 3세대 플랫폼 IT

를 지목했다. 디지털 비즈니스란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키는 말이

내용

기기 간 연결됨에 따라 주변에 숨어들어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제공되는 사용자 경험

관인 가트너와 IDC는 2016년을 관
통할 IT 트렌드로 디지털 비즈니스

기기가 동적으로 알아서 상호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메시

전략 기술

2. 끊김 없는 사용자 경험

업계에 기회 혹은 위기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내용

는 택시를 단 한 대도 소유하고 있

메인 프레임이 1세대, 서버/클라이언트 컴퓨팅이
2세대 IT환경,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가
메이저한 컴퓨팅 환경이 될 것

최신 기술로 주목 받나 싶었던 사
례가 생각보다 빠르게 상용화되며

IDC가 발표한 2016년 10대 기술 예측

객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서 가장 큰 숙박 체인이라 할 수 있
다. 전통적인 기업이 수익 모델 발
굴이나 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
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너럴일렉
트릭GE이 있다. GE는 기존에 판매
하던 모터, 터빈에 압력, 온도, 속
도 측정 등의 센서를 붙여 진단,
예방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함

7. 사물의 인지 컴퓨팅

사물을 인지하는 컴퓨팅 적용

8.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혹은 동일 산업 내에 있는 산업 특화된 표준적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

9. 글로벌 스케일의 고객 관계

차별화, 맞춤화된 고객경험 제공 및 고객관계 관리

은 물론 GE디지털을 출범시키며
소프트웨어SW 산업으로 확장해 나
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디지털 비즈니스

10. IT 공급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 재정립

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
발하다. 디지털 뱅크, 인터넷전문

3rd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코어의 역량을 제공

은행, 핀테크 적용과 확산이 모두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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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w

디지털 기술의 현재 및 향후 전망
가트너와 IDC의 2016년 전망에서 공통적인 기술들을 추려보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및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 등의 글
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트렌드가 얼마나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전망과 현실에서 체감되는
기술 성숙도와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① 물리계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IoT 기술
현재 IoT 기술은 성숙도가 꽤 높아졌다. 글로벌 컨퍼런스에 가면 핀테크 관련 지불결제 단말들을 화이트 레
이블로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HW가 일상재화되는 이유는 IoT 통신, 표준, 플랫폼
이 다양하게 규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격만 맞추어 사물 간 통신을 개발하면 IoT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구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어떤 HW, SW 표준과 플랫폼을 조합할 것인가 하는 요소 기술의 선택, 그
리고 파편화되는 IoT 표준 규격과 플랫폼들로 복잡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향후 디
지털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핵심적으로 길러 나가야 할 IT 역량이다.

문을 노크하면 냉장고 내부가 보이는 등 UX의 혁신 제품에 많은 관광객이 모였다.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주도의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3세

전망을 되짚어보고, 혁신 사례들을

그렇다면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

대 플랫폼 IT, 클라우드 코어, 데이

통해 올해 초 기대를 받았던 기술

환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터 파이프라인 등을 선정했다.

들이 어떻게 업계에 적용 및 확산

할까.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가트

가트너와 IDC의 디지털 비즈니스

되고 있는지 기술 성숙도 및 향후

너가 발표한 2016년 10대 전략 기

전환을 위해 주목해야 할 기술 키

과제를 살펴보았다.

술을 참조할 수 있다.

워드들을 모두 모으면, 마치 세상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기

의 모든 IT 신기술을 모아놓은 것

술 키워드들, 또 수많은 IT 제품이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

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출시되는 IT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갖춰야 할 디지털 기술

들 신기술을 아우르는 설명이 가능

이렇게 많은 기술 키워드들이 쏟아

가트너가 발표한 2016년 10대 전략

한데 아주 간략히 공통적인 요소로

지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기술은 디바이스 메시와 3D 프린팅

정리한다면, 첫째, 물리계 정보의

기술에 집중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소재의 다양화, 빅데이터의 활용,

디지털화를 위한 IoT 기술, 둘째,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이럴 때일수

진보된 기계학습, 보안 아키텍처,

사용자 경험의 설계와 구현, 셋째,

록 제품, 서비스와 기술들의 근본에

진보된 시스템 아키텍처, 사물인터

진보된 기계학습으로 딥러닝 등의

흐르는 핵심 동인은 무엇인지 생각

넷IoT 플랫폼과 아키텍처 등이다.

서비스 지능화 기술, 넷째, 클라우

하고, 기술 키워드에 현혹되기보다

가트너와 함께 IDC가 발표한 2016

드와 서비스 API 등 시스템 근간

는 기술의 성숙도를 검증해 빠르게

년 10대 기술 예측을 통해서도 어

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다. IT 기술

행동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떻게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을 준비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이를 통해 2016년에도 어려운 경제

해야 할지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0

수 있다.

전망을 뚫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월 포브스에 따르면 IDC는 경영진

지금까지 가트너, IDC의 2016년 IT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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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 경험UX의 설계와 구현
예전에는 물리계의 사용자 경험이 IoT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해 명령·실행이 원격, 자동화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용자의 행동 습관에 맞추어 작동하고 단대단end-to-end 서비스 전체 경험의
품질을 높이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냉장고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물리 정보가 센서와 인터넷을 통
해 디지털화돼 원격으로 고장을 점검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CES에서는 문을 노크하면 냉장고 내부가 보이
고,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냉장고 문 앞에 발을 살짝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사용자의 습관에 맞춘 UX의 혁신 제품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또한 냉장고-식품유통업체-결제업체까지
모두 시스템이 연계돼 사용자는 보충해야 할 우유, 달걀 같은 일상품들을 냉장고에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자리에서 필요할 때
즉시 단대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도 주목 받았다.

③ 진보된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서비스 지능화 기술
그간의 지능화 기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 중심이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시스템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해 인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며, 시스템이 이 인지 능력을 활용해 사람
처럼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16년에는 그 구현 기
술로 진보된 기계학습, 딥러닝 및 인지 컴퓨팅이 주목 받고 있다. 이미 구글 포토 서비스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미지 인식 기술은 많이 대중화, 상용화됐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디지털 사이
니지 등에도 이미지 인식 기술이 흔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중화, 상용화된 이미지 인식 기술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오픈소스 SW인 경우 인식 정확도의 요구 수준과 구현 기술 사이에
격차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④ 클라우드와 서비스 API 등 시스템 근간 기술의 변화
3rd 플랫폼 혹은 진보된 아키텍처 등 각 조사기관에서 표현하는 것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클라우드의 활
용이 높아지고, 빠르고 혁신적이며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API를 활용한 서
비스 융합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CES와 MWC에서는 눈에 보이는 제품 중심으로 전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서비스 API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이한 것은 CES의 경우 엔터플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이라는 전시 영역이 새로 생기고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참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
털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백엔드back-end라고 불리는 서비스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에는 클라
우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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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고 있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선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오원석 한국과학
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새로

미국 기업당 평균 데이터 보유량

(단위: TB)

3866

금융권 총합 6667TB

운 금융이 태동하고, 금융 전문화

(조사 대상 산업의 50.3% 차지)
1931

시대가 열리고, 플랫폼 기반 금융

1792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의 패
지난해가 빅데이터에 대한 관망과 모니터링의 해였다면, 올해는 국내 금융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러다임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

본격화되는 첫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빅데이터 추진 방향성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와

리고 과거 금융 전문 인력이 고객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글 김종현 쿠콘 대표 사진 한국경제DB

정보를 분석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증권·투자

은행

통신

1507

유틸리티

967

870

825

801

697

제조

보험

원자재

운송

유통

자료: IDC

고객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금

키거나,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개

직된 정보 API들을 활용하도록 핀

융최적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

테크fintech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말했다.

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활용

기업들에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

화진흥원이 올해 3월 발표한 <금융

금융 빅데이터 추진 방향성

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5가

산업 빅데이터 도입 방안> 보고서

보기술IT 발전과 미래 산업의 핵심

과거의 금융이 내부 데이터와 정형

지 영역에 걸쳐 다양한 활용 방안

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이다. 그리고 금융권 빅데이터 분

데이터만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외

을 고민하고 있다.

업무 처리가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

석 플랫폼 구축의 핵심이기도 하

부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금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지는 관계로 내부 데이터의 유입

다. 지난 5월 27일, KT와 웹케시는

가용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금융

활용 가능한 양질의 지식을 추출할

및 축적 정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

연구원은 금융 산업의 빅데이터 활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적

가지고 있어 타 산업군에 비해 잠재

융 빅데이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

용 영역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제

절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가치와 효과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했다.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시했다. 첫째, 상품 개발 영역에서

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실

의 알파고가 대결을 펼쳤던 바로

는 금융 회사가 고객 정보와 소셜

고, 어떻게 분석해 활용할 것인지

제로 IDC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그곳에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세

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앞

미국 기업당 평균 데이터 보유량은

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상

서 말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해

증권·투자가 3866TB, 은행이

품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마케팅

조직화하는 문제’다. 비즈니스 정

1931TB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해 조
직화하는 것, 이 3가지는 정

미나가 열린 것이다. 이날 세미나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에는 금융기관과 빅데이터 전문가
가 한자리에 모였고, 빅데이터를

하지만 모든 금융사가 2016년 사업

적용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나서고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 발굴

보를 제공하는 쿠콘은 금융 빅데이

있다. 보험의 870TB까지 합치면 금

활용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계획에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금융당국의

과 타깃 마케팅을 위해 SNS, 위성

터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예로

융권이 6667TB로 조사 대상 산업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토의

플랫폼 구축을 추가하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들면 국내 500개 기관에서 5만 여

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련 조직 구성과 빅데이터 활용

변화가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법

고객 맞춤 서비스 및 프로모션을

비즈니스 정보와 해외 23개 국가의

국내 금융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제 서비스 접목을 고민하고

규상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금융 관련

1400여 해외 금융기관 정보를 수집

이 본격화되는 첫해라 할 수 있는

세미나의 열기, 필요성의 방증

있다.

해 신용평가 모델을 구현하는 것은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한다. 보험사

하는 것이다. 수집된 비즈니스 정

2016년 현재, 과거에는 무의미했던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됐기 때문

기, 신용카드 도용, 내부직원 비리

보들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가 주목 받고 있다.

분의 금융기관은 빅데이터와 관련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혁신

이다. 많은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등 금융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

고민에서 나온 것이 쿠콘의 정보

금융기관들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해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한 개념증

하겠다고 선언한 후, 신용카드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

해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신용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명을 진행하거나 파일럿 시스템 실

캐피털사를 비롯해 시중은행 여신

었지만, 점차 규제가 완화됨에 따

가 영역에서는 대출 및 카드 발급

스API 스토어인 쿠콘포탈이다. 국

국가와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발

행을 시도해본 수준에 머물렀다.

부문에서도 경쟁하듯 빅데이터의

라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

등 관련된 심사의 정확도를 향상시

내외 금융 정보 등 300여 개로 조

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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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업무 혁신

‘파스-타’가
마중물 되길
Word of
Leader

금융 산업에서
파스-타를 활용하면
1. 금
 융 서비스 운영 관리의 정밀화와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보장
2. 유동적인 고객 금융 수요에 적합한
고객 맞춤형 신규 서비스 개발 가능
3. 적
 시에 시장 수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1982년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94년

파리 제5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2000년	외교통상부 주OECD대표부
정보통신주재관
2006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장

2014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선보였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의 서병조 원장을
만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전망과 미
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4.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서비스 제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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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은 클라

라우드 시장에서 인프라 서비스와

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추

분야는 보안과 정보 서비스의

우드로 대전환 중이다. 전 세계 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비해 플랫폼

진 시 ICT 장비나 공용 SW를 각각

99.9% 이상의 가용성이 필수인 만

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개발 생태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

구매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서

큼 보안, 무장애-데이터 무손실

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비스를 이용해 R&D의 생산성과

등 높은 수준의 품질보장제도SLA

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면 아마존, 구글, MS 등 글로벌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

국내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소식이

기업들은 자사 중심으로 클라우드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중앙선

융업계는 파스-타 기반의 폭넓은

전해졌다. 4월 26일 한국정보화진

생태계를 선점하고자, 특히 플랫폼

거관리위원회에 짧은 기간 동안 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학·

흥원과 코스콤이 ‘플랫폼 기반 클

서비스 확장에 전력투구하고 있습

량 자원이 필요함에 따라 선거 기

연·관의 참여 독려 및 금융 클라우

라우드 생태계 선도 조성을 위한

니다. IBM은 블루믹스 개발에, 휴

간 동안 민간 클라우드 CDN을 적

드 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정보화진흥

렛패커드HP는 헬리온 프로젝트에

용, 약 75%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

한 기술 지원 및 유관 기관의 서비

원이 개발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

각각 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폼 ‘파스-타’의 구축과 운용을 코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든 치

Q 개방형 플랫폼 파스-타에 대한 기대

니다.

스콤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열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

가 큽니다. 파스-타 개발 시 강조하신

글로벌 과잉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Q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가 국가적

들이 당당히 경쟁하려면 플랫폼 기

부분과 특장점은 무엇입니까.

으로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반의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A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4월

전 세계 현황과 비교해 우리나라 클라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

26일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

우드 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기반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

과 공동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

은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듯 정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속적 정부 지원과 기업 간의

폼 파스-타(PaaS-TA)를 출시했

무료로 공개해 국내 기업이나 연구

조융합 중심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화 패러다임이 클라우드로 전환되

A 국내는 아직 인프라 서비스IaaS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습니다. 파스-타의 ‘타(TA)’는

소, 대학 등에서 누구나 서비스를

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필요한 촉

는 시점에서 개방형 플랫폼인 파

비중이 높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황입니다.

‘Thank you’의 구어체로, 글로벌

개발하거나 연구할 때 쉽게 활용

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스-타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

SaaS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근간을

Q 현재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

적 의미로는 ‘파스 고마워’의 뜻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 위주의

함에 따라 글로벌 공공 금융시장

이루는 플랫폼 서비스PaaS는 턱없

드 도입을 통해 공공의 혁신과 국내 클

자, 국내에서는 ‘Open PaaS에 탑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파스-타의

금융IT 지원보다는 서비스 위주

확장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서

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견인이 필요한

승하라(타)’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

기술 전수를 위해 KT, LG 엔시스,

지원으로 금융 중심 융·복합 생태

다.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

비스는 개발자들이 쉽게 응용 소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는 6개 이

티맥스 등 16개 국내 기업들과 연

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

속적인 정부 지원과 금융 기업 간

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사용자가

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과 추진

상의 개발 언어를 지원해 아마존,

구 협력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

합니다. 금융 산업에서 파스-타를

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코스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의 결실을 말씀해주십시오.

오픈스택 등 다양한 인프라 서비

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활용하면 금융 서비스 운영 관리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

A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 환경 지원 등 종속성 문제를 해

Q 국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의 정밀화와 효율화를 통한 서비

금융IT 기업의 각종 서비스를 접목

에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소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설치

파스타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

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유동

하고, 이를 다시 전 산업의 혁신으

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혁

자동화 기능, 전자정부 서비스 개

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또한 ICT

적인 고객 금융 수요에 적합한 민

로 증폭하는 선순환 체계 수립이

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높

신과 민간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발에 필요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

첩한 고객 맞춤형 신규 서비스 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

은 기술력과 장기 투자가 필요했음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려는 금융 산업계에 강조하고 싶은 말

발로 적시에 시장 수요에 대응할

해 국경 없는 글로벌 금융 경쟁 속

에도 성공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전문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기능 등을 구현해 국내 기업들에

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수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

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성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쉽게 하지

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혁신에 임

꼭 필요한 편의 기능들을 다수 구

A 사실 금융 산업은 타 산업 분야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해 나갈 필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국내 클

팩트가 큰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

비, 국내에서도 유지보수가 가능

와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

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드를 활용하는 선도

하도록 기술력을 내재화한 것이 특

창출의 핵심 동인입니다. 지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징입니다. 또한 전체 소스 코드를

제조업 중심 산업경제 체제에서 창

NOTE

10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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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과 코스콤은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생태계 선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정부 지원과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OTE

스 협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

에서 ICT를 활용한 타 산업과의
빠른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는 것

글로벌 경쟁 속에서 ICT를 활용한 타 산업과의 빠른 융·복합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www.koscom.co.kr

11

ISSUE & PEOPLE

World IT

세계 네티즌들을 사로잡은
한국판 SNS 기업의 도약

네이버의 해외 매출 현황
단위: 원

1조2000억

1조85억
(33.0%)

1조
8000억

한국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약진이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페이스북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6000억

1위를 지키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이 눈부시다. 글로벌 가입자 수 6억 명,

4000억

일본의 국민 플랫폼이라는 영예를 안은 라인은 이제 일본을 넘어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2995억
(14.1%)

2000억

이외에도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뭉친 스타트업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 글 김윤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DB 제공

2011년

2015년

자료: 서울신문, 2016년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SNS 기반의 개인화 교육 플랫폼을 보급하고 있는 스타트업 ‘클래스팅’.

6월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주요 4개국의 월간 실사용자 수는

리는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관심사 기반

260만 명가량의 사용자를 확보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뭉친 스타트

신문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

1억4470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서는 국산 SNS인 카카오스토리의

의 SNS다. 3000개 이상의 관심사

고 있는 클래스팅은 교육과 기술

업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차별화된

사 ‘라인주식회사’가 올 7월 중 도

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글로벌

인기가 여전하다. 우리나라 대표

별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을 더한 에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전략으로 승부했다. 기존 SNS에

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할 것이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된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경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소프트뱅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사용자가

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일본에서

네이버는 기존의 SNS ‘밴드’에 이

카카오스토리는 국내 시장에 주력

험과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

크벤처스 등에서 45억 원의 투자

늘어나며 폐쇄형 SNS 또는 관심

실시한 기업공개IPO 중 최대 규모

어 ‘폴라’, ‘브이’ 등 새로운 스타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를 유치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

사 SNS로 눈길을 돌리는 사용자

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의 SNS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이

이 밖에도 SNS 시장의 틈새를 파

2012년 7월 베타 웹 서비스를 시작

관과 에릭 슈미트 구글 알파벳 회

가 늘고 있다. 기존 개방형 SNS의

2000년, 네이버는 지금의 ‘라인주

며 우리나라의 첫 글로벌 SNS 기

고든 관심사 기반 SNS 빙글Vingle,

으로 2013년 2월부터 모바일 애플

장이 한국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단점을 일찌감치 간파한 빙글은

식회사’인 네이버 재팬을 설립해

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교육용 SNS 클래스팅Classting 등도

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한 빙글은

로 언급하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과 같은 관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국

2015년 하반기에는 월간 실사용자

관심을 받은 클래스팅은 일본, 중

심사를 가진 사용자와 교류함으로

산 SNS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수 1000만 명을 넘기며 고공행진

국, 미국 등에 진출, 글로벌 교육

써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보

년 7월 기준으로 일본에서만 약

세계인을 사로잡은 국산 SNS
SNS 서비스의 전통적인 강자 페이

이 가운데 빙글, 전 세계 26개 언어

중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선정

시장을 대상으로 SNS 기반의 개

다 편리하고 깊이 있게 즐기도록

5800만 명, 즉 일본 인구의 45.7%

스북과 신성 인스타그램에 다소 밀

로 서비스되고 있는 빙글은 ‘베리

‘2014 베스트 앱’, ‘2015 대세 앱’,

인화 교육 플랫폼을 보급하는 데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확보한 모바

스타트업 배틀 ‘비글로벌beGlobal샌

앞장서고 있다.

수 있었다.

일 메신저 ‘라인’을 필두로 SNS ‘밴

프란시스코 2014’ 1위, 일본 ‘재팬

글로벌 SN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2015

드’와 ‘브이’ 및 웹툰 등 경쟁력 있

산 SNS다.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네이

정보기술IT 인프라 환경이 만나 전

클래스팅은 수업 내용, 학습 자료,

버의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은 36%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용 SNS로 탄

알림장, 상담 등을 게시글과 댓글

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출시 이후

생했다. 이처럼 대기업은 수익 모

형식으로 올릴 수 있는 교육용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특

델 다양화를 통해 스타트업은 틈새

SNS로, 학생과 교사 간의 즐겁고

히 라인 프리코인, 타임라인 광고

공략과 혁신을 위한 체질 변화를

2015년 하반기

안전한 소통 공간을 위해 당시 현

등 수익 모델의 다양화가 주효했던

통해 한국산 SNS가 세계 최고의

자료: 데이터넷, 2016년

직 교사에 의해 개발됐다. 현재

것으로 분석된다.

SNS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위: 명)

740만

로 자리 잡았다.

1000만

570만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

200만

시아 등 아시아 주요 4개국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

노출 등의 걸림돌이 있어 만들어진

글은 틈새시장을 파고든 성공한 국

글로벌 SNS 기업으로의 전략
지난해 네이버의 연 매출액은 사상

빙글, 지난 3년간의 성과

는 서비스로 일본의 국민 플랫폼으

월간 순 사용자

120만
65만

고 있는데, 글로벌 가입자 수는 약
6억 명, 월간 실사용자 수는 2억
15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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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기존 SNS가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부트캠프 2014’ 1위 등을 기록한 빙

클래스팅도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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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SSUE & PEOPLE

Hot Keyword

혁신이라는 이름의 기술 10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커다란 반향이 예상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때로는 테마를 형성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키워드로 짚어본다.
글 현윤식 기자

01

02

03

04

트레이닝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강현실

5G

대체현실

스포츠 선수나 일반인이 트레이닝 시 입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 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는 <매트릭스>, <토

거나 몸에 착용하는 기기로, 건강상태 모

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보

콩그레스 2016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탈 리콜> 등 SF 영화 속 대체현실SR과 맞

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기력 향상

여주는 기술이다.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한다. 현재 개

닿아 있다. 최첨단 기술은 AR과 VR를 넘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

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그래

발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아직 표준

어 SRSubstitutional Reality까지 구현하려

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적용해 경기

픽 등을 활용한다. 실제 도로 영상 위에

화 기관과 기술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한다. SR는 인지를 왜곡해 가상의 경험을

력 관리, 선수 맞춤형 트레이닝 등 스포

길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4G LTE와는 달리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

실제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일

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서비스 제

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

용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5G를 통

본 이화학연구소는 실시간 장면과 편집

공이 가능해져 탄생했다. 센서를 통해 정

션, 촬영을 하면 캐릭터가 나타나는 휴

해 가상현실 등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며,

된 과거 영상을 교대로 보여준 후 과거

확한 움직임 분석과 수집된 정보를 활용

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국내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장면이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실험에

한 정확한 트레이닝 코칭이 가능하다.

있다.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공한 바 있다.

새로운 거래를
05 창출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06
금융소외(Unbanked)· 저신
스위프트
전기자동차
용자(Underfinanced) 고객을
금융 또는 파이낸스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07

08

09

10

튜링테스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하이퍼루프

4K UHD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불리는

스위프트는 애플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는지 확인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

엘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CEO가 제안

초고선명 즉 UHD 영상 기술 방식 중 하나

앨론 머스크. 그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래밍 언어로,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수 있는 테스트로 앨런 튜링이 1950년 철

경의 뒤를 이을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다.

한 신개념의 고속철도로 소리보다 빠른

로, 4K UHD는 풀full HD의 4배인 4K 픽셀

마인드Mind에서

테슬라모터스의 전기자동차 ‘모델3’가 전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큰 화제를

학 저널

제안한 내용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가량

시속 1200~1300km의 속도를 낸다. 속

의 화소 수를 지원한다. 2012년 전미가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며 전기자동차 대

모았다. 스위프트는 iOS와 OS X 운영체

다.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은 ‘자

좋다는 이 망원경은 우주의 아주 먼 곳에

도의 비결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진

협회의 제안에 따라 가로, 세로 3840×

중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직까지

제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객체

신이 인간’이라고 관찰자인 인간을 속이

있는 천체를 관측하고 초기 우주의 모습

공에 가까운 관을 연결하고, 이 튜브 속

2160 해상도의 차세대 고화질 영상 품질

짧은 운행 가능 거리, 최소 25분 이상의

지향 언어의 성격을 강화했다. 2014년 공

려 시도한 것이므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

으로 교통수단인 캡슐을 이동시키는 것

기준으로, 디지털 시네마 표준 규격에서

긴 충전 시간, 충전소 부족 등 인프라 구

개 후, 1년 뒤 오픈소스 언어로 전환하고

다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있다. 미국·유럽·캐나다항공우주국

이다. 공기저항이 적고 마찰력이 거의 없

는 4096×2160 해상도를 4K라 부른다.

축 미흡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대표

관련 소스코드를 깃허브에 올렸다. 또한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NASA, ESA, CSA)의 협력으로 제작되는

어 추진력을 얻으면 오랫동안 달릴 수 있

일반 영상도 입체 영상으로 느껴질 만큼

적 친환경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컴파일러, 디버거, 패키지 매니저 등 다양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

이 망원경은 원래 2018년 프랑스령 기아

고,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태양광 발전으

선명하다. 삼성은 퀀텀닷 방식의 SUHD,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소스코드가 함께 공개됐다.

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다.

나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로 생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LG는 OLED 방식의 4K UHD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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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플랫폼 전쟁
고객이 모이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생긴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울타리’에서 머무는 시간(share of customer time)을 늘리기 위해서다. 소셜, 검색 등 하나의
사업에서 승자가 된 후 플랫폼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은
이것저것 하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저절로 사업 기반이 구축된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기업도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력은 무엇일까.

아마존의 성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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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에서 플랫폼 기반
대리인으로 전환

0

플랫폼에
주요 소매업체 참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년)
자료: 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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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는 사업 모델

츠앱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플랫폼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도 불붙기 시작한 플랫폼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대 비즈니스에 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종사자

2009년 서비스를 개시한 왓츠앱은 모바
일 메신저의 원조라 불리는 서비스로,
2014년 2월 페이스북이 무려 190억 달러
에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차

플랫폼의 핵심 중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글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국내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
종사자 수는 2015년 말
현재 1만3382명이다.

주목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메신저와 간편결제

1만3382

여러 메신저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업계에서는 플랫폼platform이라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간편결제 전쟁에서 이긴 업체는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서비스

1만1176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용자가 일상적

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구매자 입장에서

으로 접속하는 데다 사회적 관계까지 장

예를 들면, 손쉽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

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악하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예금 또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제공하거

지 않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발판’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그러한 막강한 자산을 바탕으로 메신저

나, 사용자의 지출 내역을 관리하고 조언

다. 즉, 플랫폼은 어떤 곳을 오르내리거나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분

는 광고, 게임, 커머스 등 모든 종류의 수

해주거나, 나아가서는 금융자산을 관리

건너다닐 때 발을 디디기 위해 설치해 놓

명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용자들이 참

익 사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

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될 것이다. 실제로

여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욕구가 플랫폼

게 하고 있다.

에서 실현돼야 한다.

핀테크fintech 산업의 플랫폼적 성격도 주

플랫폼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매개’라는

오픈마켓과 더불어 플랫폼 비즈니스의

목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에는 간편결제,

의미로 확장돼 근래에는 네이버·다음과

대표적인 사례가 SNS다. 사실 모든 종류

가상통화,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러

의 인터넷 서비스는 어느 정도 소셜적인

분야가 있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 매개라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사실 플랫

은 장치, 또는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을 뜻한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수출액

국내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
2016년 수출액은 2014년 대비
2.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36,787

같은 포털 서비스, 페이스북·카카오스토

들을 계속 붙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206

중국의 알리페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
해 나가고 있다.

전체

남자

여자
(단위: 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장을 지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리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베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SNS와 SNS가

는 플랫폼의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

이·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등 매개 공간

아닌 서비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간편결제 분야에

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서비스

의 성격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를 지칭하

있다. 바로 ‘소셜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

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에 나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와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가 시스템적으

간편결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

수밖에 없다. 일단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

로 맺어지고 관리되고 있는가의 여부다.

매자와 구매자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플

압도적인 1위 업체가 되면, 후발주자들이

오픈마켓과 SNS라는 대표 사례를 통해

랫폼 비즈니스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보다 뛰어난 기능과 여러 장점을 갖추고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할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SK텔레콤의 T페

도전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시장 지위가

한국형 오픈마켓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 있다. 정리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란 많

이, SK플래닛의 시럽페이, 삼성전자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

은 사용자들이 모여 화학반응을 일으킬

삼성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비씨카

이다. 오픈마켓은 이커머스라는 명확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

드의 페이올, 신세계의 SSG페이, G마켓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

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플랫폼 비즈

과 옥션의 스마일페이, NHN엔터의 페이

한다. 오픈마켓에는 크게 판매자 그룹과

니스의 특성은 인터넷의 여러 분야, 특히

코,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등 수많은

차세대 비즈니스에서 쉽게 발견된다. 모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

바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주자

황이다.

는 모바일 메신저다. 현재 한국은 카카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간편결제 분야

톡, 일본은 라인, 중국은 위챗, 미국은 왓

에서 시장 선두 업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91,423

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석,
오픈마켓과 SNS

구매자 그룹이 있으며, 오픈마켓이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상거래가 이

60,450

2014년
(실적)

2015년
(추정)

2016년
(전망)

(단위: 백만 원)

뤄진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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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플랫폼 발전의
3단계
▼
핵심 구조 구축
참여 인센티브 제공

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왜 수많은 기
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눈독을 들이
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현실VR,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거의 모든 차세
대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승자가

확산 메커니즘 확립

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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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cebook.com

플랫폼 비즈니스, 오픈 아키텍처

오픈 아키텍처로 세계 1위 SNS 된 페이스북

플랫폼이 고객과 고객, 고객과 다양한 기업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04년 사업을 개시한 페이스북은 여전히 탄탄한 지

바로 오픈 아키텍처 시스템이다. 오픈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잠재력과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위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엄청난

글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사진 페이스북·아두이노·스페이스크래프트·99디자인스·한국경제DB 제공

고성장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1분기에 53억

인터넷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들이 반짝 스타로 인기를 끌다 사라져 갔지만,

8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
비 52% 증가한 것이다. 순이익도 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또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10억9000만 명
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페이스북 라이브’,
서비스 이용 빈도를 높여 체류 시간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페이스북이 세계 1위 SNS로 성공한 데에는 여러 환경
적 요인과 변수가 작용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이러한 수익 모델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애플의 앱스토

로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탁월한 사업 전략을 꼽을

어도 페이스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수 있다. 그의 사업 전략 중에서도 절묘한 의사결정이

페이스북처럼 성공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한 SNS는 오

바로, 페이스북을 오픈 아키텍처로 개방함으로써 페이

랫동안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된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

스북에 기반을 둔 소셜 앱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

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및 상호작용을 장

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초기 페이스북을 직접 코딩한

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셜 앱을 공급함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 지

으로써 사용자들을 잡아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식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을 마치 운영체제와 같은 소셜

때문이다. 새로운 소셜 앱이 계속 공급된다는 건 비유

플랫폼으로 만들기로 결정한다. 페이스북은 2007년 처

하자면 젊은 피를 계속 수혈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으로 F8 컨퍼런스(애플, 구글 등이 매년 개최하는 행

바로 이것이 소셜 앱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갖춘 페이

됐기 때문이다.

사와 흡사하다)를 개최하고 소셜 그래프 및 그와 관련

스북과, 그저 단순 SNS에 그쳤기에 오래지 않아 약발

영체제에 최적화된 개발도구를 제공하며, 외부 개발자

이러한 선순환을 달성한

된 기능을 API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커머스, 미디어,

이 다한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와의 가장 중요한 차

들은 개발도구를 이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운영체제는 그 수명이 다하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퀴즈, 데이트 등의 각종 소셜 앱을 외부 개발자들이 만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렇게 만들어진 앱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구동

새로운 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

들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개방하게 된다.

된다. 즉, 운영체제는 앱의 개발 기반이자 실행 기반인

영체제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하

외부 개발자는 페이스북이 제공한 개발도구로 페이스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오픈소스와 크라우드소싱

것이다. 운영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앱이 손

기가 어려울 정도로 탄탄한 지위를 갖게 된다. 끊임없

북의 소셜 그래프를 이용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구동

오픈 아키텍처는 운영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쉽게 개발되고 구동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 새로운 앱들이 계속 공급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를

되는 앱을 개발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셜 앱은

아니라,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사용자가 어우러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잡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또는 유료 결제를 해

도 영향을 받았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플랫폼으로서의 운영체제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이러한 운영체제의 특

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스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

‘확장성’이다. 개발도구를 제공해 외부 개발자들이 앱

징은 인터넷 서비스에 상당한 영감을 주게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소셜 앱을 이용하면서 결

록 하는 개발 모델’이다. 오픈소스의 장점은 일차적으

을 계속 만들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이 지속적인 확장성

2000년대 중후반의 웹2.0 시절에 등장한 많은 신생

제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로 소스코드의 공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을 지니게 한다. 개발자들은 다양한 앱을 만들어 무료

웹사이트들이 ‘공개 개발 모듈 프로그램Open API’을 통

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계속 공급

공개된 소스코드의 열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로 공개하거나 돈을 받고 판다.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

해 다른 웹사이트에 자사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료 결제를 통해 추가적

연구하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제품

한 앱을 마음대로 택해 이용할 수 있다.

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확산되기

인 수익도 창출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카카오

수정, 새로운 기능 추가 등으로 참여가 이어진다. 커뮤

만일 어떤 운영체제가 사용자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

시작한다.

톡 게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페이스북은

니티의 사람들이 서로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용자들을 연결해 새로운

면, 이후부터는 운영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체를 만든 업체가 그리

이러한 사용자의 ‘매개’라는 특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노력하지 않아도 개발자

할 중요한 특성이 바로 ‘기반’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

오픈 아키텍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 새로운 앱을 계속 개

플랫폼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운

발해 보급하는 ‘선순환의

영체제OS를 살펴보자. 컴퓨터 산업에서는 일찍이 운영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체제를 플랫폼이라고 불렀다.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요

개발자가 앱을 개발해

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반으로서의 플랫폼으로 윈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

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모든 운영체제는 API 또는 SDK라는 명칭으로 해당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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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면,
이후부터 업체가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 새로운
앱을 계속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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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arduino.cc,ciid.dk/education

자료: spacecraft.co.nz

자료: 99designs.com

상금을 받았다.
99디자인스99designs는 디자인 분야에 크라우드소싱을
적용한 기업이다. 99디자인스는 로고, 웹사이트, 모바
일 앱, 명함, 티셔츠, 책표지 등의 디자인을 의뢰 받아
이를 기반으로 콘테스트를 열고 의뢰인이 스스로 원하
는 걸 고르도록 한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라우드
소싱인 것이다.
오픈 아키텍처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시사점

정리하면, 오픈 아키텍처는 기업의 시스템 또는 콘텐
츠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외부의 개발자 및 사용자
아두이노와 아두이노로 만든 스마트우산.

오픈소스 기반의 건축물, 위키하우스.

125만 명의 디자이너를 확보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99디자인스.

들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오픈 아키텍처의 가치는
명백하다. 아무리 똑똑한 기업(또는 개인)이라도 혼자

고, 버그를 수정하고, 기능을 개선하면서 더 나은 소프

의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각각의 우산에서 취합된

반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일하게 되면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웨어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다.

개선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

오픈 아키텍처 방식에서는 자신의 지적 자산을 공개함

물 또한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혁신의 기반이 되고,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축물도 오

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있다.

으로써 그것이 곧 활발한 토론과 피드백을 가져오고,

같은 과정을 통해 선순환이 구축된다.

픈소스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다. 오픈소스 건축물을

오픈소스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중 하나

나아가서는 공동 개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한 기업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크롬 웹브라우저

이용하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

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다. 크라우드소싱은 대

(또는 개인)이라면 결코 만들 수 없었던 창의적인 결과

등이 모두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글은 내부

구든지 공개된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이용해 직접 건축

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의 참여

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

개발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오

물을 만들 수 있다. 건축 자재는 구매하거나 3D프린터

로 아이디어, 콘텐츠, 제품, 서비스 등을 만들어 가는

물은 또다시 공개되고 마찬가지의 선순환 과정을 거쳐

픈소스 커뮤니티의 개발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로 출력할 수도 있다.

프로세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본업이 아니더라도 자

더 확산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공적

서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

위키하우스는 각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를 지

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진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인 과정을 모든 프로젝트가 거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다. 구글은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오픈소스 재단에 가

원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오픈소스 건축물이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한다. 크라우드소싱은 한마디로

만, 어쨌든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만은 사실이다.

장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 위키하우스는 설계도면, 건축 방법, 집 짓는 과정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에 달려든다면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개인들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그러한 개

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면 건축 지식

문제는 없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

인들이 가진 막대한 여가시간의 총합은 오픈 아키텍처

오픈소스의 범위 확장, 하드웨어와 건축물까지

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위키하우스는

인 크라우드소싱 서비스 중 하나인 이노센티브

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대중을

하드웨어도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두이노

나무를 조립해 집의 뼈대를 만드는데 건축 자재는 3D

InnoCentive는

모으고, 대중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욕구를 만족시

Arduino는

업계와 학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픈소

프린터로 출력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3D모델링

에 도입한 사례다.

키고, 그들이 생산적으로 협업하는 플랫폼을 구축하

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아두이노는 작은 보드와 개

도구 스케치업과 위키하우스 플러그인을 이용해 건축

이노센티브는 전 세계의 과학기술자들과 기업들을 연

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발도구로 구성돼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마이크로

물의 모델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스케치업을 통해 기

결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기업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

아니다.

컨트롤러다. 아두이노는 그 응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

존 모델을 수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모델을 만들 수 있

를 이노센티브에 올리면, 등록된 과학기술자들이 문제

그러한 플랫폼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로봇, 가전, 미디어 아트, 환경, 상용 제품, 기타 각종

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

를 해결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이노센티브는

앞으로 그런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기계전자장치 및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위키하우스를 이용해 집을 지을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화학, 제약, 바이오, 농업, 식품, 소비재 상품 등 거의

있거나 또는 그런 플랫폼에 적극 참여한 기업이 상당한

용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해 대략 절반 정도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경쟁력을 갖게 되리라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의미

아두이노를 환경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 스마트우산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하우스

200여 개 국가의 과학기술자 약 30만 명이 1600건이

에서 오픈 아키텍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며 점점 더

꼽을 수 있다. 우산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 해당 지역

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발자, 엔지니어, 일

넘는 문제 중 85%를 해결하고 약 40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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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방향

GE 비즈니스 플랫폼

마이크로 펀딩을 통한 시장 수요

외부 그룹

디자이너
제4차 산업혁명의 주 무대는 플랫폼 생태계다. 플랫폼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함께 혁신하는 기업의 기반으로, 해외의 혁신적 제조 기업들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엔지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글 김윤진 기자

제품화 과정
일반인 등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공모

‘성(城)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

전략을 읽는 키워드로 연결, 협력, 공유를 제시했는데,

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 사례로 평가 받는 해외 제조 기

돌궐제국의 명장 톤유쿠크의 비문에 쓰인 글귀다.

업의 동향을 통해 각 사의 플랫폼 전략에 따른 효과를

1300여 년 전 그의 말은 지금의 글로벌 산업 환경에도

살펴본다.

구체화하기



제품화 단계
프로젝트 시작




추천 받기


사업화 방향 잡기


콘셉트화하기


시제품 제작

시장성 평가


참가자 보상


생산

대량 생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시 뛰는 미국 제조업, 플랫폼 전략을 통한 혁신>(김정덕 연구원, 2015년 12월)

여전히 유효하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기술의 혁신이 전통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혁

테슬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명적으로 바꾸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1

지난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세계에서 가장 혁

평이 나 있다. 다임러와 도요타는 테슬라의 배터리 팩

업 인프라로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세기 초인 지금, 세계는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제조

신적인 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on Companies 1위로 전

을, 메르세데스 벤츠는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기술을

이러한 큰 그림 아래,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

업 혁신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 제4

기자동차 전문 회사 ‘테슬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용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스크는 태양열에너지 전문 업체 솔라시티를 설립하고,

차 산업혁명은 ‘노동과 효율’이라는 기존 산업의 가치

자동차업계의 ‘애플’이라는 별명답게 테슬라는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며, 기존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효율의 태양광 집광 모듈 기술을 보유한 실레보를

를 ‘아이디어와 기술’로 변화시키고 있다.

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테슬라에

유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은

인수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전

있어 자동차는 하드웨어일 뿐, 이 하드웨어 성능을 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선정한 ‘2016년 10대 혁

력 생산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제조 기업, 플랫폼으로 진화하다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강점이다. 이러한

신 기술’ 중 하나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기술력은 각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과 강

새로운 접근 방식은 테슬라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종 수상 실적으로도 증명된다. 테슬라의 스포츠세단

레고, 블록을 넘어 조립형 로봇으로 부활

화를 통한 신산업 혁신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안겨주었다.

‘모델S’는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2015년 최고의 자

블록 장난감의 대명사 ‘레고’는 아시아 경제 위기와 CD

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생태

투자 전문 사이트 모틀리 풀Motley Fool은 테슬라 전기자

동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게임에 밀려 한때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조립용

계 안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작용하며 가치를

동차의 연간 판매량이 2014년 기준, 3만5000대에서

테슬라는 2014년 배터리 관리, 구동계 등과 관련한 전

로봇 ‘마인드스톰Mindstorms’을 통해 부활, 지금은 블록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1400%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50만 대를 달성할 수

기자동차 핵심 특허를 공개한 데 이어 전력충전소

뿐 아니라 성인 마니아층이 두터운 조립용 로봇까지

김정덕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다시 뛰는 미국 제조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테슬라의

supercharger

아우르는 혁신적 완구 기업으로 거듭났다.

업, 플랫폼 전략을 통한 혁신>(2015년 12월)이라는 제

판매 목표 달성 현황 및 잠재력, 향후 출시될 새로운

한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산업 확장에 앞장

레고의 부활을 이끈 마인드스톰은 1998년 레고가 미국

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조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플랫

모델 등을 고려했을 때 모틀리 풀의 예상은 충분히 달

서고 있다. 향후 후발주자들이 개방된 테슬라의 특허

MIT와 공동 개발, 출시한 것으로 레고 블록, 센서, 모

폼이 부상한 배경으로 소비자 수요 다양화, 제품의 교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로 전기자동차를 개발, 생산하게 된다면 결국 전기

터 등을 조합해 만든 로봇을 개인용컴퓨터PC와 연결해

체 주기 축소, 산업 간 융합 증대, 제품 간 차별성 약화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새로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술은 글로벌 표준화되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당시로써는 획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제조 기업의 플랫폼

운 발상 때문만은 아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은 이미 정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테슬라의 전력충전소 또한 산

기적이기는 했으나 초창기 마인드스톰은 그저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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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한다.

테슬라 연간 판매량 변화 및 전망

테슬라 사업구조

(단위: 대)

태양광 전력 공급

배터리 생산

500,000

전략 충전
초고속 전력 충전소-557개 건설
북미·유럽·동아시아(중국·일본) 분포

인수

300,000
인수

인수

200,000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공장(미국 네바다
주) 일본 파나소닉사와 공동 운영

150,000
75,000



자동차 제조사

차량 제작

2,658

2245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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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

2015년

100,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국 최대
제조 기업으로
자리 잡은 GE는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
또 한 번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20년

▶배터리 기술

제휴

▶슈퍼차저 기술 등

배터리 공급
숙박시설 내 충전소 설치
전력충전소 공유(협의 중)

월 동안 800여 개의 아이디
어가 제안됐고, 이 중 8개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출시
했다. 이뿐만 아니라 GE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데, 그중 2013
년에 발표한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프리딕스Predix ’는

*2016~2020년 전망치. 자료: <IT조선> 2015년 9월 12일

GE의 야심작이다. 프리딕

특허 공개

▶구동계 기술

퍼스터빌드 설립 이후 12개

디지털화해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올해 초 GE의 CEO 제프리 이멜트는 보스턴으로의 본

수 있는 운영체제OS로, GE에 따르면 현재 이 제품을

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보스턴은 MIT, 하버드대,

이용하는 자발적 외부 프로그래머는 약 4000명으로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도시로,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앞으로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

으로 변화하려는 GE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시 뛰는 미국 제조업, 플랫폼 전략을 통한 혁신>(김정덕 연구원, 2015년 12월)

들여진다. 이미 이멜트는 한 컨퍼런스에서 “2020년까

공유경제의 부상

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올 초 출간한 <경계의

마니아에게만 어필하는 제품일 뿐이었다.

플랫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

“GE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성

종말>이란 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수많

그러나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2005년, 한

된 제품은 다시 AFOL이 구매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 경계가 희미해졌다”며 “경계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마인드스톰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임의로 변

자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킨 좋은 사례로

GE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시대가

기존 업계와 동종 업체만을 살펴봐서는 위협을 빠르게

경한 마인드스톰 제어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유포하

평가되고 있다.

요구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신속하게 선보이기 위해 기

인지하거나 기회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제조

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레고는 해킹에 대한 법

결과적으로 마인드스톰 소프트웨어 해킹 사건은 레고

존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절차에서 탈피, 소규모로

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라고

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오히려 마인드스톰 소프트웨

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완구업계의 혁신 기업으

움직이는 마이크로 팩토리micro factory를 세웠다. 퍼스

제안했다. 공유경제를 통한 가치 창출이 새로운 비즈

어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열린 방식으로 대응했

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트빌드로 불리는 이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GE는 온라

니스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21세기 산업의 새로운

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생활가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패러다임은 공유, 융합, 디지털 등의 키워드로 요약되

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화’는 마인
드스톰 마니아들 사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GE, 협업 통해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 변신

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일반 소비자들을

는 듯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로봇 모델을 원하는 소프트웨

‘생활가전 개발에 뜻을 둔 일반인, 디자이너, 엔지니어,

참여시키고 있다. 먼저 퍼스트빌드 웹사이트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군 우리나라는

어 프로그래머들이 대거 마인드스톰 마니아층으로 흡

생산자가 모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

www.firstbuild.com에서 GE 직원뿐 아니라 프리랜서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4차 산업혁

수되면서 AFOLAdults Fan of Lego로 불리는 새로운 구매

디어를 나누고 실험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는 사회적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일반 소비자들의

명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계층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들 AFOL 일부는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활가전의 세계를 열어간다.’

아이디어를 받고, 투표와 댓글을 통해 각각의 아이디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 대처를 보이고 있다.

마인드스톰 NXT 플랫폼의 가상개발팀으로 합류해 제

제너럴일렉트릭GE의 온라인 협업 플랫폼 ‘퍼스트빌

어에 대한 개선점과 상품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프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

품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드First Build’의 사명이다. 미국 최대 글로벌 기업 GE는

로토타입을 제작해 해당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평가한

기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레고 마인드스톰은 AFOL이라는 구매 계층의 아

오일, 가스, 의료기기, 제트엔진 등 중공업 분야가 강

후, 시장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데,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특히 플랫폼 생태계

이디어를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확보하고, 레고는 생산

점인 제조 기업이다. 최근 GE는 산업의 흐름이 제조업

그 중심에 있는 퍼스트빌드는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에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과 판매에만 집중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장난감 생산

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제품들을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현시키는 협업 플랫폼

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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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및 조망
플랫폼 비즈니스를 둘러싼 관련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존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플랫폼 방향

온디맨드 서비스

다양한 선택 제공

온디맨드 배송 서비스

▶온라인 서점으로 출범해

글 김지현 EY한영 금융본부 부장

▶오픈형 ‘셀 온 아마존(Sell on

수상스포츠

배송

아웃도어

서비스

브라우저인 ‘실크(Silk)’로 최적 소비 지원

O2O 배송

▶알고리즘 기반 상품, 서비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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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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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을 통한 상품 판매 다양화

▶트레저 트럭
게임 음원

Se r v i c e

소매, 단말기, 식료품 등 영역 확장

nd

세계 선도 업체와 우리나라 플랫폼 비즈니스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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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프레시
일반 마트 주문 식료품을 당일 배송
▶아마존 플렉스
운전자와 소비자 연결 배송

아마존
트레저 트럭

제품 연계형

아마존 플렉스
아마존 홈서비스

▶아마존 대시

있는 SK텔레콤의 ‘폼FORM’과 신한카드의 ‘판FAN’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한 경험에 이미 고객들은 익숙해

은 통신과 카드업 각 산업 부문의 1위 기업이 향후 미

지고 있다. 기존 선도 업체들은 시장 내 선점 및 주도

래 성장과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플랫폼을 전면으로

권을 활용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활용한 서비스의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다. 사실 플랫폼이 경영 환경에

다양성과 가격적 측면으로 시장 선도 위치를 유지해

서 이슈화된 것은 수년이 됐다. 이에 대한 수많은 서

왔으나, 다양한 복합가치를 원스톱으로, 그리고 생활

적,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이고, 애플, 구글, 아

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업체들의 등장

마존 등은 이미 거대 플랫폼 업체로서 글로벌 시장 내

으로 해당 선도 업체들은 본업의 경쟁력을 침범당할

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버가 없는 업체는 쉽게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 참여한 사용자의

특히, 기술적 기반을 갖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한 ICT 기업만큼 기술적 기반을 선점하지 못했던 기

이런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라면, 플랫

지속적인 유입과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 수준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업권의 경

존 금융·소비·유통업체들이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폼 사업에 쉽사리 뛰어드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플

고객경험 차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니

계를 무너뜨린 플랫폼 생태계가 구현됨에 따라 많은

뛰어들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갖춘 것도 이러한 플랫

랫폼의 플레이어로서 본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즈와 행동 패턴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업체들이 서비스, 유통, 금융 등 복합가치를 구현하면

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되고 극대화된 모빌리티와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서 해당 업권에서 벗어난 시장 전반의 주도권을 잡기

경험 혁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오픈 아키텍처

또한 플랫폼의 개방성을 충족시키는 기술적 기반을 갖

국내에서는 이제 누구나 알 만한 카카오택시가 이러한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와 오픈소스, 보안 기술의 정교화, 융합 컴퓨팅, 클라우

추어야 한다. 물론 거대한 고객 기반과 함께 기술적 역

O2O 서비스의 대표 업체다. 카카오택시뿐 아니라 카

딩 서비스 등 해당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도 선택, 효

량과 기반을 보유한 플랫폼 업체의 경우 폐쇄성을 통해

카오톡 기반 대리기사, 미용실 연계 서비스, 그리고 금

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해당 플랫폼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독자적 생태계를 유

융거래인 송금·페이먼트를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지할 수도 있다. 즉 폐쇄형으로 갈 것이냐, 오픈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유통업체, 그들이 플랫폼을 내세우는 이유

일반 소비자나 업계 관계자의 경우, 왜 수년 동안 이슈

빠른 배송, 고객경험 혁신
▶물류센터 혁신을 통한 빠른 배송

레저

아마존 페이먼트
원클릭 결제
Au
tom
otive & ustrial
산업용품
Ind

▶아마존 홈서비스, 플렉스, 프레시 등

청소용역
용품

다양한 온디맨드 O2O 확장

em
a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의 대두로 공간과

rs

최근 극장과 TV 광고를 통해 수없이 노출되고

On

일상용품 자동 주문

아마존 대시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 중개형

자동차 부품
자동차 오토바이

▶아마존 홈
각종 홈서비스 중개

자료: EY Research

화가 돼 왔던 플랫폼을 이미 해당 시장에서 주도권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추구하는 전략

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점한 1위 기업인 SKT, 신한카드가 해당사의 핵심 전

그렇다면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각 업체

흐름을 따라가고, 보다 저비용의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각 업권에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이제 플

략으로 전면에 내세우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들은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할까. 우선, 플랫폼의 주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개 개발 모듈 프로그램Open API,

랫폼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플레이

이는 복합가치를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

권을 쥘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플레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오픈형 기술적 기반을 간과할 수

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인지를

비즈니스가 아니면, 해당 업권에서의 주도권조차 침범

어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플랫폼의 주도권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오픈형 구조는 플랫폼에 대한 다

선택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과 고객경험 혁신 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쥐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지속

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체적인 경쟁 환경을 구축함

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 플랫폼 시장 내에서

소비, 금융상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 공간에서 구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으로써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자연스럽게 유

각 기업은 다시 한 번 성장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매하고, 온라인에서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등

고객 기반이 미미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드라

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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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y

플랫폼 전쟁의 시작

국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 이제 막 플랫폼 전쟁이 시
작되는 상황이다. 오픈마켓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 이동통신사와 신
용카드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성장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산
업에서 다각적으로 펼쳐지는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플랫폼 시장 동향
다음카카오 합병 후 예상 실적
(단위: 억 원)

매출

IT 클라우드 글로벌 시장 전망

영업이익

(단위: %)

1조6766
1조4409

1조2189
9280

3948

2567

6483

5168

saas
paas
laas

2014년

2015년

2016년

39.8%
8.1%
8.7%



saas
paas
laas

2014년

2017년

82.7%
20.3%
24.6%

2018년

자료: 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위: 백만 달러)

PaaS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5000
4000

세계 시장
연평균 성장률

24.6%

1000
0

27.6%

사물인터넷 사업 분야별 사업체 비율
(단위: %)

4500

세계 시장

3600

45.5

2900

3000
2000

국내 시장
연평균 성장률

자료: IDC

2300

1900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금 425
332
261
205
162
국내 시장
융소외(Unbanked)· 저신용자
2014년
2015년
2016년
(Underfinanced)
고객을 2017년
금융 또는 2018년
*2015~2018년은 예상치.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가트너·IDC·TMR 애널리시스
파이낸스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13.9

14.4

26.3

플랫폼 네트워크 제품 기기 서비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든 전통·신규 사업자 현황

신규 사업자

전통 사업자

헬스케어
가치사슬

디바이스
•의료기기 스마트폰
•웨어러블

플랫폼
•의료 정보 시스템
•헬스케어 플랫폼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 연세의료원

제약사
의료기기

서비스
•진단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노바티스

필립스, 삼성, GE 헬스케어

IT솔루션

웹MD

제조사

삼성, LG, 소니

삼성, 소니

모바일 운영체제(OS)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나이키, 핏빗, 페블, 조본

통신사

NTT도코모, SKT

퀄컴

KT, SKT, AT&T, 버라이즌
자료: KT융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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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d IT

작은 차이의 승부,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의 보안

더 늦출 수 없는 산업 개혁
금융기관이 선도해야 한다

게이미피케이션, 고객
몰입도 향상을 위한 이야기

Opinion

Symposium

Policy

인터넷전문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 및 성패 예측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증권사에 기회 있다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Service

World People

증권거래 전 과정의
자동화 구현, STP-HUB

EY한영 인도네시아 법인
사할라 시투모랑 파트너
인도네시아에서 찾는
대한민국 금융 기업의 기회

Catch Up
우리는 꿈을 주는 ‘공동표준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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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이의 승부,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의 보안

통한 생체인증을 도입한 애플페이

비대면 실명 인증에서의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기술(IT)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체인증의 명암, 보안성을 잡아라

차세대 인증 수단으로 떠오른 생체인증의 도입, 증권사가 챙겨야 할 과제는 효과적인 보안 대책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글 이문형 한국보메트릭 지사장 사진 한국경제DB

권을 비롯한 각 기관

는 물론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중
남미, 유럽 등의 은행에서 생체인
증을 활용하고 있다.

에서 경쟁적으로
생체인증을 도
입하고 있는 가
운데,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
은 바로 생체인
증을 위해 저장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체인증 시장은
올해 3543억 원, 2018년까지
4282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의 손바닥 정맥인증을 통한 무인 스마트점포 출시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연해보고 있다.

서, 데이터베이스와

영체제의 핵심 부분으로 중요한 것

같이 정해진 구조에 저장된

은 생체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형

브X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편의성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된

징과 서명 및 음성 등 행동적 특징

을 제공하는 기술임은 분명하지

즉, 이미지 또는 문서 파일, 녹취

다는 것이다. 파일로 저장되는 데

적합성 측면을 따져보면 생체 인증

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

만, 높은 편의성만큼 이중삼중의

파일, 영상 파일 등의 데이터들을

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편리하

스 가입 시 대면 인증을 요구했던

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중론이

다. 은행권에서는 생체인증이 조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 언제든지

통칭한다. 따라서 생체인증 시스

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파일을 통

관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증권

다. 사용자가 별도로 기억해야 할

만간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대

변경 가능한 비밀번호와 달리 한

템을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째로 암호화하는 것임은 이미 시장

사를 비롯한 금융권은 환영하는 분

정보는 물론, 별도의 장비 없이도

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는 생체 정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에서 검증된 바 있다.

위기다. 특히 영업 기반이 상대적

본인 신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해

증권업계 역시 1차적으로 계좌 내

보는 외부로 유출 당하면 막대한

보안 솔루션이 필수 요소다.

생체인증은 증권업계가 가지고 있

으로 취약한 중소 증권사, 지방은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체 업무를 상용화한 이후 내년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데이터 암호화

는 ‘신속한 주문 및 체결’이라는 특

행, 외국계 은행은 비대면 실명 확

생체인증 기술은 간단히 말하면 인

하반기에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주

따라서 금융기관은 생체인증 서비

솔루션은 컬럼 단위로 암호화를

성을 충족시켜 증권사에는 고객 유

인을 통해 고객 유치는 물론 비용

간의 특정 생체 정보나 행동 특징

식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스 또는 솔루션 도입에 있어 그 기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치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그리고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능과 성능뿐만 아니라 유출 위험

기존의 컬럼 기반 암호화로는 비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가져올 기술

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시범

으로부터 생체 정보를 보호할 수

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진 생체정보

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편의성

서비스로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

있는 충분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

과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한 무인 거래를 시작하는 등 금융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

에 반해 커널 레벨 파일 단위 암호

뿐 아니라 생체 정보가 유출됐을

권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도 도입

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

화 기반의 보안 솔루션은 여러 종

경우 부정적인 결과 역시 동일선상

이 활발하며, 공공기관은 전국 지

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

류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로그파

에 놓고 고려해야 한다. 증권업계

방자치단체, 국가기록원, 정부통

행돼야 한다. 생체 정보는 통상 비

일, 이미지, 영상, 음향 등의 비정

의 생체인증 서비스의 진정한 발전

합전산센터 등이 손등 정맥을 활용

정형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

형 데이터까지도 암호화할 수 있

을 위해서는 생체 정보에 대한 이

한 본인 인증 솔루션을 채택한 상

다.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

어 생체인증 보안을 위한 해결책

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보안

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문을

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로

으로 꼽히고 있다. 커널 레벨은 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창구

증 등 4가지 주요 보안 인증이 차

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본인 여부

되는 생체 정보의 보

에서 줄 서던 풍경은 이제

세대 인증 수단으로 채택되기 위해

를 판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크게

안 문제다. 생체인증이 액티

추억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

지문이나 정맥, 홍채 등 신체적 특

난 12월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

쟁에 있어서 안정성 및 보안인증

인증 허용으로 기존에 금융 서비

차세대 인증 수단

비대면 실명 인증의 미래, 생체인증

비대면 실명 인증이란 영상통화나
생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직접 얼
굴을 맞대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지식 기반 인증, 소지 기반 인
증, 특징 기반 인증, 생체 기반 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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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법

기반

지식 기반 인증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
소지 기반 인증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물품을 매개

특징 기반 인증 사용자의 특징을 활용
생체 기반 인증 고유한 사용자의 생체 정보

www.koscom.co.kr

33

FINANCIAL IT

Opinion

인터넷전문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 및 성패 예측

미국 신용대출 시장의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

중소법인(SME)론

학자금론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 체질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개인대출

글 윤석완 EY한영 금융본부 이사

*전체 은행 대비. (단위: %)

9.30%

25.26%

오토론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 은행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신용대출 영역별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

30.52%

카드론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 총 매출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전체 은행 대비. (단위: %)

20.62%
20.05%
18.09%
15.49%
7.02%

7.66%
19.11%

19.33%

6.10%

16.45%

카드론

16.88%
12.41%
7.43%

13.92%

개인대출

8.24%

오토론
학자금론

2013년

2014년

2015년

5.70%
4.70%

3.28%

4.30%

3.12%

3.45%

5.07%
4.20%

2.06%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 유로모니터 2015

핀테크로 무장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이야말로
정체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체질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의 진보한

2015년 9월 금융감독원이

수 있을 것이다.

용됨에 따라 유통, 통신, 증권 등

분하다.

군은 모바일 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20년 전에 시작한 미국과 2000년

타 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전

일본 지분뱅크Jibun Bank의 사례를

경에 익숙한

면 국내 은행의 지난해 말 해외

부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총자산

문은행이 출현했했다. 원래 카드

통해 알 수 있듯 모바일 환경이 인

2040세대라고

점포 총수익 비중은 2.9%에 불과

기준 각각 3.1%와 1.0%대의 시장

업을 영위하던 이온Aeon과 카드 및

터넷전문은행 성장에 크게 기여하

알려져 있다. 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주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

유통 사업에 기반을 둔 라쿠텐뱅

고 있다. 지분뱅크는 일본 거대 은

러나 더 중요한

은행들의 해외 수익이 총수익 대

은행 대비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

크Rakuten Bank의 경우 카드론의 영

행과 2위 통신사 KDDI 합작으로

포인트는 중금

비 54.9%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

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

역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설립된 세계 최초 모바일 전업은행

리 대출 대상으로

면 우리나라 은행의 글로벌 경쟁

렇다면 해외의 경우 인터넷전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보

으로 2013년 스마트폰 사용이 성

제1금융권에서 소외돼

력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가늠

은행이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

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 은행

장의 촉매가 돼 출범 이후 5년 만

여신 전문 회사에서 연평균

할 수 있다.

을까.

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의 틈새

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례로 유

1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

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은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이 제공

공략과 기존 영위하는 사업의 역량

명하다.

었던 신용평가 4~8등급의 고객들

행은 대손을 줄일 수 있어 높은 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던 영역에 카

과 경험을 레버리지leverage하는 경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정부 주

이 타깃이다.

익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기이론에 대해

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개념으로

우 인터넷전문은행도 충분히 수익

도라는 점이다. 유럽, 미국, 일본

기존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용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산관리 영역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메기이론

틈새시장을 공략한 경우가 많다.

을 내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

의 경우 소규모 은행이 자생적 필

안정적 수입이나 담보를 통해서만

에서도 지금과는 차별화된 혁신을

이란 냉장시설이 없던 북유럽의 어

소호 대출이 까다롭다는 시장 환경

으로 판단된다.

요에 따라 설립됐다면 우리나라는

평가하다 보니 조건에 해당되지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관

부들이 싱싱하게 청어를 운반하기

을 정확히 꿰뚫고 그 영역을 집중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 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큰 회사(카카오,

않는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고

리 영역에서의 핀테크 주제로 급

위해 천적인 물메기를 수조에 풀

공략해 시장점유율 30% 정도를 차

디바이스device의 변화다. 미국과

KT)의 주도로 시작된다는 점이 다

안전한 고객에게만 대출을 제공해

부상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스마트

어 청어가 쉼 없이 움직이게 해 도

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너럴모터

일본의 경우 개인용컴퓨터PC 환경

르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왔다.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은 어

폰 상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 빅

착지까지 생존하게 하는 방법을 말

스의 앨리뱅크와 같이 기존 비즈니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

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해 알고 있

쩔 수 없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

데이터를 통해 분석 가능한 모든

한다. 이러한 때 핀테크로 무장한

스와 연관이 많은 자동차 대출에

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

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나게 돼 매우 낮은 금리와 매우 높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 포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인터넷전문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상황이라 파급효과가 크다.

은 금리만이 존재하고 중간 금리

폴리오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고

은행 출현이야말로 정체돼 있는 우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 약

통해 서비스가 바로 제공된다면 우

구간은 사라지는 ‘금리 절벽’ 현상

개인 비서처럼 챙겨야 할 개인 생

리나라 금융 산업의 체질을 강하

화된 금융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리나라의 경우 시작과 함께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공통 전략 모델

이 오랜 기간 고착화됐다.

활이나 경제 생활도 챙겨주는 시

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메기라고 볼

이종산업에 대한 은행업 진출이 허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

카카오뱅크, K뱅크의 주요 고객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분석

스템을 통해 생활 속의 금융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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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활
용해 고객의 신
용도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
함으로써 고객
신용도에 맞는 적

절한 금리를 제시할 예
정이다. 그만큼 고객은 낮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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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일본 지분 뱅크 사례

없다.
주요 특징

개요

실적 추이

설립일자: 2008년 7월(세계 최초 모바일 전업은행)
총자산: 7100억 엔
종업원 수: 176명(인당 생산성 일본 톱 수준)
고객 수: 약 170만 명

20000
(백만 엔)

19,636
당기순이익
총 영업이익

+

plate카드를

5000

사업 운영 전략

0

쓰는 결제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업계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 폭발적
증가

연평균성장률
+104%

‘50대50 합작회사 설립’

모바일 채널 중심 고객 서비스 제공
▶거래건의 90% 이상이 모바일 상에서 처리됨
타깃 고객군인 2030 중심으로 사업 운영
▶전체 고객의 62%가 2030으로 구성
고객의 은행 이용 편의성 극대화
▶시중은행 대비 서비스 프로세스 획기적 단축

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객 특성상 플레이트

15000
10000

설립 주체

그리고 지급결제 영역에서도 우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스
마트폰의 사용 비율과 앱의 친숙
1,55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년)

-5000

도, 파급효과에 따라 향후 3~5년
내에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000

증권사와 보험사의 경우에는 인터
자료: EY 애널리시스 지분 뱅크 애뉴얼 리포트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설명회에서 카카오뱅크 윤호영 부사장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넷전문은행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
는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

을 두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 활용

며, 기존 KT의 플라자와 대리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같

넷전문은행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까지 자산관리를 예금에 가입하

과 카카오 생태계 관점에서 은행

채널을 통해서도 부득이한 대면 업

이 일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나

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

면 끼워주는 무료 서비스쯤으로 여

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으

무를 대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타깃 모델

기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을

며,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뱅

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이 아니며 오히려 상품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

통신, 소셜 활동 및 위치 이동 데

변화시킬 것이며, 품질 좋은 로보

킹 혁신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 사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외국인 전

제휴 파트너로서 관계 강화가 예측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전

이터까지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 가

어드바이저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업모델 중에서는 앱투앱app-to-app

용 상품, 크라우드펀딩 등 카카오

된다. 사업 초기 증권계좌와 연계

문은행의 성공을 논하기에는 이르

능한 모든 데이터를 각 주주사가

늘어갈수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가

결제를 통해 Van·PG 수수료를

뱅크와는 달리 많은 상품과 서비

한 프로모션도 기획할 수 있으며

다는 시각도 있다. 그 이유로는 첫

인터넷전문은행에 제공해야 하는

치를 이해하고 보다 양질의 자산관

최소화해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더

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제휴를 통해 기존

째, 현재 은행법상 은행 소유 지배

데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 정보 제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내지

많은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모델이

은행과 동일하게 온라인 채널을 하

구조가 파편화돼 시너지 발현이 기

공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는 개인을 찾아 역시 지불결제 영

눈에 띄며, 대출, 예·적금 상품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

나 더 확보하는 관점에서 사업의

대와 달리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있기 때문이다.

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미치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가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BEP 달성까지 3년에서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나

는 변화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 또

긴장하고 있는 금융업계는 카드사

기존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

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 금융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거에는 소비자들이 물건 값을 어

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다. 특히, 카드 사업 중 수익 기여

행의 출현으로 경쟁 채널인 인터

과연 주주사들이 감내할 것인가는

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떤 방법으로 지불해도 크게 상관없

신용평가 모델의 개선을 통해 기

가 가장 큰 카드론 영역의 타격에

넷·스마트뱅킹의 영역 개선에 집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것이라

다는 태도를 취했으나, 만약 인터

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중금리 대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드론의 경

중하고 있다. I은행, K은행은 올해

둘째, 고객 정보 활용의 문제다.

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

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지불 방법을

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우 중금리 대출 시장과 정확하게

온라인 채널 개편 프로젝트를 수

과연 주주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공

으나,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물결

제공해 지불 방법을 장악하게 되

K뱅크는 오프라인 채널의 역량을

타깃 고객군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행하고 있으며 위비뱅크, 써니뱅

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런 정보기

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의 구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상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

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널과

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술IT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탑재

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출을 공격적으로 10%대 이하로

상품 특성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있다. 현재까지는 규제상 고객 정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체된 금융

있게 될 것이다.

GS25(주주사)의 편의점 채널을 활

상품 금리를 제시한다면 카드사도

을 이미 출시한 상태다. 향후 채널

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산업에 건강한 긴장감과 고민을

카카오뱅크는 7대 혁신 모델을 기

용,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익을 포기하면서라도 금리 경쟁

뿐 아니라 상품 금리, 더 나아가서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를 얻었다 하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은 분

조로 모바일뱅킹 역량 강화에 초점

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할 예정이

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지점과 비용의 최적화를 통해 인터

더라도 타 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

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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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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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전 과정의 자동화 구현,
STP-HUB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국내외 고객 현황

물, FX마진거래 등의 길이 열렸

STP-HUB는 자산운용사, 기관투

주문전달, 체결결과 확인, 결제내

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UOBBF와

자가 등 주문자 측Buy-side과 증권,

역 확인 등의 전문 중계 서비스를

STP-HUB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

선물사 등 브로커 측Sell-side간의

제공하는 코스콤 STP-HUB의 현

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

FIX 프로토콜을 이용한 주문, 체

재 국내 주요 고객은 증권사·선물

콤과 협약을 맺은 UOBBF는 싱가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HUB는 국내외 여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은행, 연기금 등이

결, 매매보고서 등의 메시지 교환

사 54개,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포르 투자은행 UOB의 자회사로

국내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직접 주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브 시스템으로, 증권사를 통한 주문에서

및 단일접속을 제공하는 허브 서비

은행·연기금 109개 등이다. 또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9개국에

결제까지의 전 과정 자동화를 지원한다. 글 편집부

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STP-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시 매

5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소

HUB의 역할은 크게 라우팅Routing,

개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선진 거

매투자자와 우량 개인, 기업, 기관,

브랜칭Branching·컬레팅Collecting, 컨

래소와 신흥 아시아 국가와의 안정

헤지펀드 등에 금, 선물, 파생상품

버팅Converting 3가지로 요약할 수 있

적인 주문 통로 확보를 위한 해외

등 거래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다.

다. ‘라우팅’은 고속도로의 인터체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5월에는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인도네시아

인지와 같은 역할로 데이터들이 허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그룹과 아

금융IT 회사인 마이크로피란티와도

브를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시아 주요 거래소의 해외 주식, 파

STP-HUB 공동 구축 계약을 체결

방향 전환을 해주는 기능이다. ‘브

생상품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

했다. 인도네시아 증권인프라 역할

Routing

랜칭·컬렉팅’은 1개의 세션으로 입

MOU를

맺고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

을 하는 STP-HUB를 구축함으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같은 역할로 데이터들이 허브를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기능

력된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로 분기

벌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 방

써 증권시장 내 모든 주문 과정을

해 전달하고, 여러 세션에서 들어

안을 논의해 왔다. 이 협약에 따라

자동화하면서 전산 및 인프라 비용

온 메시지를 1개의 목적지로 모아

국내 증권사 및 선물사들은 코스

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코스콤은

한다. 과거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

서 전달한다. ‘컨버팅’은 프로토콜

콤 STP-HUB 시스템을 통해 기존

자체 솔루션인 STP-HUB의 해외

사 간의 매매과정이 전화나 팩스 등

의 버전 차이나 인터페이스 방식의

해외 선물 브로커 뿐만 아니라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차이로 인한 메시지의 차이를 목적

UOBBF와 UOB그룹 계열 증권사

글로벌 자본시장 IT 솔루션 파트너

지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형

인 UOBKH와 연계된 아시아, 미

를 위한 해외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

국,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주식·선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TP란 유가증권의 주문, 매

STP-HUB의 역할

매, 결제, 권리행사 등 증권
산업의 모든 과정이 데이터의 전송
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코
스콤이 2003년부터 실시한 중권주
문중개허브STP-HUB 서비스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STP-HUB는 전산 시스템의 접속
및 교환 메시지의 표준화를 통해 주
문전달, 체결결과 확인, 결제내역

Branching·
Collecting

STP HUB

•1개의 세션으로 입력된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로
분기해 전달
•여러 세션에서 들어온
메시지를 1개 목적지로
모아서 전달

Converting
프로토콜의 버전 차이나
인터페이스 방식의 차이로
인한 메시지의 차이를
목적지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확인 등 증권거래 전 과정의 자동화
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브

증권시장 유동성과 투명성 제고

최소화하고 비용이 절감됐고, 증

다. 또한 트레이드웹, BT-라디안

코스콤 STP-HUB로 인한 가장 큰

권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제고

츠, TNS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

변화는 자동화를 통한 증권거래업

시킬 수 있었다. 이 밖에 증권거래

결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와

무의 효율성 제고다. 또한 글로벌

의 주기 단축과 증권의 이용 가능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가 가능

트레이딩이 확대되었고 결제 기간

량 증대로 시장 유동성 제고, 자산

하고, 해외선물거래 및 FX마진거래

의 단축, 거래량 확대 및 상품 다

운용 과정의 자동화를 통한 투명성

서비스 등 글로벌 트레이딩 서비스

양화가 이루어졌다. 기존 수작업

제고 및 투자자 보호, Easy Access

도 이용할 수 있다.

업무 체제를 개선해 거래 위험을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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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HUB의 특징
서비스 버전

특징

편리성

•프론트와 미들 오피스 업무의 통합관리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제증권거래의 주문에서 결제까지 완전 자동화
•기존 수작업 업무 체계 개선을 통한 거래 위험 최소화 및 비용 절감
•FIX엔진, I/F,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이중 투자를 방지

효율성

•원 채널 PATH로서 다수의 기관과 접속 가능
•국제표준 프로토콜(FIX) 탑재
•통신 비용 및 시스템 관리 비용 절감

안전성

•기획재정부 보안성 심사를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자체 NMS에 의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국내 최초로 증권거래 업무에 FIX 솔루션 구축 및 운용 경험 보유

확장성

•접속 회사 증가에 따른 추가 개발 업무 최소화
•글로벌 트레이딩망과의 연계로 해외 증권거래 주문 경로 확보
•증권업계 공용망으로 신규 업무 수용을 위한 I/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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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출 수 없는 산업 개혁
금융기관이 선도해야 한다

실 발생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루어 부실을 키우게 한 금융기관

했다.

현재 조선업의 위기는 한마디로 정

의 소유지배구조다.

상적인 금융시장이라면 있을 수 없

첫째 원인은 우리만의 특유한 문제

2016년 대한민국의 페카토 모르탈레

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회사가

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금융 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해운업, 조선업의 부실 속에서 다른 산업의 위기감도 피어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윤을 내면 법인세 등으로 가져가

스템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국민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 정부들

해운업과 조선업의 위기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려는 유혹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

의 세금을 부실한 은행에 집어넣더

은 대개 적자재정정책과 통화팽창

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사진 한국경제DB

니라 회사가 커다란 손실을 내어

라도 ‘도덕적 해이’의 습관만 더 키

정책, 심지어 양적완화정책을 줄곧

부도 직전이라면 이런 밑 빠진 독

울 뿐 우리 경제의 회생 희망은 멀

전개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만이

에 물을 붓듯이 추가 대출을 해주

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셰일가스 등장으로 침체에서 벗어

면 안 될 것이다. 높은 법인세나 부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세계적

나고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시기를

도 직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행

인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엿보고 있을 뿐 유럽, 일본, 중국

될수록, 자원을 더 가치 있는 용도

정책적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장기적

로 전환하려는 기업가정신이 훼손

기 침체 속에서 구조조정을 계속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재료를 절반만

한다. 이에 대한 벌이 손실이다. 이

쓰고도 종전과 동일한 약효

런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언Keynesian 경기부양정책이 별 효

를 내는 항암제를 개발했다면, 환

커지면 그 사람은 시장에서 퇴출된

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

자들은 저렴하게 그 약을 구매할

다. 그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책적 대

수 있어 절약한 돈으로 다른 가치

서 사업을 했다면, 그의 실패는 자

응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과의 관

있는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신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인 금융기

계, 케인지언 거시정책의 한계, 이

사람이 그 재료가 지천으로 풍부한

관 이용자들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자율 조작의 문제, 인플레이션과

섬을 발견해 그 재료로 항암제를

준 셈이다.

디플레이션 문제, 은행제도의 문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환자

과거 번성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에 대한 깊고도 복합적인 이해가

들에게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에서는 2가지를 ‘페카토 모르탈레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직 학술적

항암제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취급했다고

으로나 정책적 차원에서 제대로 정

것이다. 그는 그 재료를 섬에서와

한다. 그중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리가 됐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는 달리 더 가치 있는 항암제 재료

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흥미

각국 정부의 대응도 부실하기는 마

로 전환시켰다. 이에 대한 상이 이

롭게도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

찬가지다. 우리 정부라고 예외가

윤이다. 그런 가치 있는 용도 전환

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아님은 물론이다.

의 가능성을 남보다 빨리 발견해

다. 일부러 손실을 보려는 기업가

그러나 둘째 원인인 소유지배구조

실천하는 게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는 없겠지만, 손실 발생은 사람들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특유의 문

이와는 반대로 비싸게 사 와서 이

의 노동력을 포함한 희소한 자원을

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은행은 금

보다 싸게 판다는 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용도에 비해 가치가 더욱

융기관으로 불렸다. 수익을 추구한

기꺼이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

낮게 쓰이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금융회사라

는 특정한 자원을 그런 지불 의사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윤 추구를 탐

는 말이 쓰이기도 했지만 다시 금

가 없는 용도로 전환시켰음을 의미

욕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손

융기관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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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업·해운업의 위기와 함께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거시 교과서의 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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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공기
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2004년 글로벌 금융위
기에 이어 최근 또다시 한국은행의
KDB산업은행 발행채권 인수, 한
국은행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출
자 등 정부는 부실채권을 쌓은 국
책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
융을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사실 금융 산업이 이윤을 낼 전망
이 좋은 곳을 선별해 대출을 하고
사후적으로 잘못된 대출임이 드러
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융 중개
기능을 잘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산업개혁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이 흐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성숙하고 후발주자인 신흥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과거 투입량·외형 증
대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창의와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로의 체질전
환이 절실하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맞게 금융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
개혁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2016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이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과 ‘튼튼하고 신뢰
받는 금융’이다. 이 가운데는 최근 해운업과 조선업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튼튼하고 신
뢰받는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계기업·산업구조조정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선제적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조선·해운 등 산업별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등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금융여건 SWOT 분석과 함께, 산업개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금
융업의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금융권이 현실안주에서 벗어나 핀테크를 육성하고, 신 시장 개
척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전문
은행,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이다. 또한 아이디어와
기술 등 가능성만으로 창업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여 산업개혁에 이바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기술금융 도입과 안착, 창업과 재도전 시스템 마련, 상장·회수·M&A
등 자본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에서는 성장 산업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금융여건 SWOT 분석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을 추적해 가
강점(Strength)

면 국책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이 됐다는 사실
에 직면한다. 사실상 은행의 주인

약점(Weakness)

▶

과거 위기 시 대비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

가계·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 리스크

▶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등 양호한 수준의
금융건전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

글로벌 경기회복 속에 원화 약세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

은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은
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역할 수행 필요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로는 세계

기회(Opportunity)

▶

금융개혁 성과 가시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위협(Threat)
▶

미국 금리인상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 다변화

▶

중국·산유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국가별·지역별 차별화 심화

10위권이지만 은행의 총자산이익

자료: 금융위원회

률ROA이 인도네시아(2.75%), 말레
이시아(1.70%)보다 낮은 0.38%에

않다.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우려를

를 쉽게 용서하는 일은 벌어지지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

불식시키기 위해 동일인 여신비율

않을 것이다.

가 경쟁력 조사에서 금융시장 성숙

을 크게 낮추어서 편중 대출에 따

그 결과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필

도는 80위, 금융 건전성은 122위를

른 위험을 낮추고 금융기관에 책임

요한 자금이 공급됨으로써 부실대

차지해 동남아 국가에도 경쟁력이

경영주체, 즉 주인이 등장하도록

출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

뒤지고 있다.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들을 대폭 완

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그렇

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인이 등

이 힘을 얻고 이들에게서 기업가정

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하고 각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공공선택론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충실히 다한다면 ‘페카토 모르탈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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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신규 고객이 유입되

‘뱅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면서 새로운 상품 출시로 이어져

노력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5년 무료 이벤트를 하는데,

김영선 기존 고객들이 옮겨온 것이

우리는 무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에게 수수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료를 무료로 하는 것도 기존 고객

정석원 당초에는 은행 연계의 계좌

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되기

개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께

습니다. 현대증권은 지점이 100개

절감되는 비용을 혜택benefit으로 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서울·경기 지

려드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브랜드

역에 몰려 있어요. 아무리 지점이

입니다. 대부분의 현상은 현대증권

많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비하면

정 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

지점 수가 적기 때문에 신규 고객

고, 우리 또한 은행 쪽이 줄고 있지

이 유입되는 경로가 한정돼 있었습

는 않습니다.

니다. 보통 영업직원들의 영업활

김영선 넉 달 정도 사이에 증권사

동에 의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

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은행보다

는 부분들이었는데, 비대면 계좌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들이 일일이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

개설이 이루어지면서 자발적인 고

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대

다. 실제로 계좌 개설 프로세스는

객들이 유입된다고 판단합니다.

면 계좌 개설은 인적자원보다 시스

금방 끝나는데, 결국 계좌 개설이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시행된 지 4개월째다. 도입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김영선 비대면 계좌 개설의 효과를

템 자원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수작업으

현재 신청 접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유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준비들

로 하다 보니 휴일 계좌 개설을 한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인한 증권사의 기회와 향후 추가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효과

이 있었나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개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들이 실질적으로 증권사의 매출로

정석원 최종 모듈 등 여러 시스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어지고 있습니까?

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

제외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

정석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

로 기존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측

발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큰 어려

는 부분이 체크카드나 종합자산관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애플리케

움은 없었습니다.

오른쪽부터 김영선 코스콤 PB업무부 PB금융상품팀 팀장, 정석원 현대증권 시스템운영부 부장,
정병석 NH투자증권 디지털 기획부장, 한상준 알서포트 솔루션사업본부 본부장.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증권사에 기회 있다

넉 달 정도 사이에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팀장

김영선 팀장(이하 김영선) 지

정석원 부장(이하 정석원) 현대증권

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창

리계좌CMA, 연계상품 쪽이라 할

이션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

김영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

난 2월 22일부터 증권업계

은 지난 3월 1일 오픈해서 초기에는

구에서 개설을 하면 소요 시간이 최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와 관련해 보안에 필요한 자원을

럼 계좌 개설을 하고 나서 최종적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은

하루에 200계좌가 열리다가 최근

소 20분, 길면 30분 정도 걸렸습니

5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

구매했지만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으로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계좌 개설

둔화 추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다. 그런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도

고, 휴면 고객들이 다시 거래를 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걸린다고 했는데, 고객들이 불편

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좌 개설 유

1만 계좌 정도가 개설됐습니다. 비

입되면서 전자 기기에 익숙한 젊은

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부의 금융 결정을 통해서 대면

해하지는 않나요?

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면 계좌 개설이 시작되면서 은행

층의 경우는 보통 5분 단위로 개설

정병석 부장(이하 정병석) NH투자증

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확

정석원 신분증 확인만 되면 단문메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 같이

연계 계좌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관련 서류나

권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

인할 수 있는데, 비대면은 아직까

시지서비스SMS가 갑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은행 연계

수기 작업이 거의 없어져 긍정적인

해 나무NAMUH라는 모바일 브랜드

지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신분증이 흐리게 올라오는 경우도

허용 이후 3개월간 12만 계좌에 달

계좌와 지점 개설 계좌는 거의 동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를 내놓았는데요, 한계비용을 낮

습니다. 은행권에는 열려 있는 것

있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증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대증권의 경우 계좌 개설만 하는

춰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내리

들이 아직 제2금융권에는 허용되

효 기간이 지나면 이게 유효하지

권사 쪽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면 새로운 고객층이 창출되지 않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같이 연동

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벗어나

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현재는 직원

않은 걸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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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똑같거든요. 신분증하고 실

나 증권사가 같이 있는 계열사 같

킹스럽고, 자금을 조금이라도 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증권사

제 얼굴을 확인하게 되고, 신분증

은 경우는 복합점포도 만들어지고,

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

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르고, 인

진위 확인에 더해 상담원이 판단해

이제 사이버 거래를 통한 부분들이

공하려고 합니다. 증권사가 좀 더

터넷전문은행들 같은 경우는 또 다

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비대면 계

범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

영상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좌의 금융거래가 차후 증권업계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니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발전

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비대면

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방은

다.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익적인 부분은 준비를 해

상태입니다.

행하고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참

정석원 기존 점포를 통한 계좌 개

야 하는데요, 위탁매매는 수수료

김영선 비대면 거래를 통해 계좌개

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이나 은행을 통한 계좌 유입과

수익이 사실은 없어질 것 같아요.

설을 하실 고객들께 당부할 말씀

도 무점포인 상태에서 영업을 해

는 다르게 신규 고객이 창출되는

규모의 경제와 수익의 다양성, 다

이 있으신 가요?

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이 사실 가장 긍정적인 것 같

원화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

정석원 최대한 금융위의 방침을 준

예상을 했는데, 은행 연계 계좌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신분증 진위

아요. 아까 NH투자증권 정 부장이

고, 수익원의 다양화가 더 중요한

수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

지점 개설 계좌는 거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통화가 기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점포 없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증권 앱,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

동일합니다.

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담

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고객들이

한상준 시스템 솔루션 부문과 관련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이 고객의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

점포에서보다 훨씬 편리하게 할

해 고객들이 얼마나 잘 적응해 사

김영선 마지막으로 비대면 계좌개

하고 판단한 후에 계좌 개설을 하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회가 되리라

용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

설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또는 정부

객들 입장에서는 바로 홈트레이딩

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

생각합니다. 점포 없이도 영업을

다.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 외에

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

한상준 저희 솔루션업체들은 사실

시스템HTS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

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

할 수 있다는 점, 신규 고객이 늘

부담감 없이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세요.

정부에서 만들어준 규제 내에서 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갭이 약간

분 영상을 도입했고요.

어난다는 점, 새로 유입된 고객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대면 관

정석원 온라인 일임계약을 허용해

프트웨어들이 나오고, 대부분 증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정석원 물론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을 대상으로 연계된 다른 상품들

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하다 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사라든지,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죠.

부분이 있지만, 결국 금융위원회

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니 프로세스들이 조금씩 바뀌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신청하려 해도

틀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한상준 본부장(이하 한상준) 현대증

에서는 어쨌든 대면 계좌 개설을

다는 점이 기회죠, 이제 그 고객들

온라인 일임계약이 안 되고, 오프

때문에 특별히 요청할 사항은 없

권이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이상만 하면

의 성향 분석을 해서 안내 같은 것

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허용을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

현재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기

본인 확인을 하는 걸로 간주하고

에 집중하면 되죠. 마케팅에서 타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대

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존 계좌 개설을 해서 계좌 개설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정 부장이

깃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고, 체크

면 계좌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

어쨌든 비대면 인증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NH투자증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부분도

카드라든가 펀드라든가 고객들에

고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하기 위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권은 영상 확인까지 포함된 걸로

있고, 동영상은 보안을 해야 하는

게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겁니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

알고 있습니다.

데, 또 보안 자체가 시스템을 새롭

정병석 생활 금융이라는 표현이 참

다. 이게 모순점이거든요.

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제품

정병석 영상 확인은 아직 오픈하지

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여

좋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라는 데

비대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을 준비해야 하고 공급해야 하는

않았고, 현재 고민 중입니다. 왜냐

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

가 일반인이 거래하기에는 약간

ISA도

해야 하는데, 신탁은 안 된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에서

니다.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더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습

든지, 제1금융권에는 경찰청이 풀

적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

는 영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생체인

니다. 따라서 설령 앱으로 개발했

려 있는 반면, 제2금융권에는 허용

하겠습니다.

다. 오퍼레이팅하는 입장에서도

식 분야인데 코스콤도 이 분야에

다 하더라도 ‘꺼려지는 앱’일 수 있

좀 더 뱅킹스럽고,

이 되지 않는다든지 등 이런 것들

김영선 오늘 비대면 계좌 개설과

일종의 자기 위험을 회피하려는 요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어요. 이번에 모바일 증권 ‘나무’라

자금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이 해결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관련해 증권사와 솔루션 업체의 입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알아

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

서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

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감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사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시작되면서
은행 연계 계좌가 줄어들 것이라

-정석원 부장

소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부담

다. 제대로 준비가 되면 생체인식

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초점을 맞

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춘 것이 바로 이런 생활금융입니

한상준 그런데 대부분 실제 점포에

김영선 금융 계열사가 있는 은행이

다. 이를 좀 바꿔보려고 좀 더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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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고 합니다.
-정병석 부장

시스템 솔루션 부문과 관련해
고객들이 얼마나 잘 적응해
사용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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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찾는
대한민국 금융 기업의 기회

지출 확대로 경제가 탄력을 받고

자바에 2016년 9월 가동을 목표로

한 협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있다. 2014~2015년 동안에는 통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총

외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

화 확장 기조를 강화하기 어려웠지

2000만 달러가 투자되며, 앞으로

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국가 중

만,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하나로 2016년 1분기 기준 한국의

지난 2년간의 성장 둔화를 인식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인

투자 규모는 1억8800만 달러로

최근 국내 금융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나섰다. 인

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으

6위를 기록했다.”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과도 맞아떨어졌다.

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1월

로는 대상, 롯데, 용마, CJ그룹, 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특징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한 기대는 무엇일까. 정리 편집부

부터 3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

국타이어, 삼성, LG, 우리은행,

장점, 투자 환경, 과제 등 전반적인 소

해 기준금리를 6.75% 수준까지 낮

KEB하나은행, 쌍용, 기아자동차,

개를 부탁한다.

추었다. 또한 2016년 6월 16일에

현대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브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1990년대

경기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드 외에도 중소 부문에 대한 한국

후반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놀라

현재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로 인하해 6.50%까지 낮아졌다.

인의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운 회복력을 보였다. 효과적인 재

내수를 기반으로 세계 16위

인도네시아의 통화 확장 기조는 외

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요

정 관리와 견실한 경제 기조에 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식업과 미용업, 아울렛 매장, 중소

입어 최근 몇 년 사이 높은 경제성

총생산GDP 규모는 2015년 기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사업체,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 연간

837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다

정책(현재 총 12개)을 통해 더욱 탄

통해 한국의 제품 개발 노하우를

GDP 성장률이 6.0% 이상으로 점

른 아세안 국가보다 훨씬 앞서는

력을 받고 있다. 이는 신흥시장 자

현지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활발

쳐지면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금

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

융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EY한

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영 인도네시아 법인 TASTransaction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Advisory Services본부의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고려

GDP 대비 비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랑Sahala Situmorang 파트너는 한

할 때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투자,

금융자산

54%

88%

142%

208%

359%

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해 온

무역 부문의 개혁에 따른 수많은

보험자산

8%

8%

23%

23%

46%

전문가다. 그에게 국내 금융 기업

혜택이 기대되는 신흥 투자처로 주

주식시장 자본화

50%

113%

105%

149%

256%

미결제 국채

12%

49%

33%

55%

25%

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관련한 궁금

목 받고 있다.”

회사채

2%

6%

19%

44%

32%

증을 물어보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유치에 적극

EY한영 인도네시아 법인
사할라 시투모랑 파트너.

사할라 시투

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외국 기

사할라 시투모랑은 누구?
현재 EY한영 인도네시아 법인 TAS(Transaction
Advisory Services)본부에서 근무하는 사할라 시
투모랑(Sahala Situmorang) 파트너는 한국 기업
의 진출을 지원해 온 전문가다. 스리랑카 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를 지원했으며,
HSBC 등 해외 은행과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의
합병을 검토하고 지원했다.

아세안 최대 경제 국가이며 향후 경

업의 진출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인

현황은 어떤가.

도네시아의 경제가 궁금하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

투자자 중 하나로 현재 제조업에서

시아는 2015년 4.8%의 경제성장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60개가 넘는

률을 기록해 신흥시장 중에서도 가

한국 기업이 자카르타 등지에 진출

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해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노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동 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노력으로 연료 보조금의 성공적 개

이다. 일례로 한국의 한 신발 제조

혁을 이루어냈고, 인프라에 대한

업체는 자바의 중부 지역인 센트럴

아세안 5개국의 GDP 대비 금융 서비스 기관의 비율

아시아의 GDP 대비 시장 자본화 비율
3%

2012년
2013년
2014년

2%

1%

0%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m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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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eople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통계 자료

에 이르고 있다. 현지 진출을 꿈꾸

win할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3월

는 증권사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상장 기업 수

506

521

524

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것

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며 개인적으

주식 시가총액(1조 루피아)

5228

4873

5143

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일일 평균 주식 거래량 (1조 루피아)

6.0

5.8

5.7

자료: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

S&P

2%

28%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
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

노트북 & 데스크톱
휴대전화
태블릿

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가.

2016년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현황

빠르게 발전하는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가 윈-윈win-

웹트래픽 비율

피치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BB+

긍정

BBB-

안정

Baa3

안정

자료: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가장 적극
적으로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라
는 점을 감안할 때,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유치에

무디스

수 있는 방안 등 평소 한국 기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미 많은 한

70%

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
고, 금융기관들도 현지 진출에 상

자료: 스탯카운터 2015년 1분기

당히 적극적이다. 일례로 한국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
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하기 전
에 분명한 전략을 세우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시장을 이해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수

최대 금융사 중 하나인 우리은행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JCI은

고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은 특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은 2014년에 소다라은행 B a n k

조정청API의 정책 의도를 잘 반영

립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기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견실한 성장

히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발

Saudara 을

인수했다. 우리은행의

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

원과 여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주

전 수준에 비해 자본시장의 성장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현지 시장에

이러한 규제 상황을 잘 활용해 인

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

식시장의 통계치를 높일 수 있는

속도가 더디지만, 동남아시아의

대한 이해였다. 우리은행은 기업

도네시아 현지 은행의 인수를 통

이는 기업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

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외환

여지를 제공한다.

경제 성장세와 젊은 인구층, 해외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아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기업이

거래량에 따른 부침이 심한 편이

향후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할 과

자본의 투자 증가로 미루어볼 때

이곳에서 영업을 해 오고 있으며,

있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인

현지 규제기관의 지난한 승인 절차

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

제는 정치적 안정과 인프라의 개

인도네시아가 견실한 금융시장을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수 대상을 선별하고 인수·합병

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면

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은 견고한

발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강력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

안정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유통

M&A에

따른 잠재적 시너지를 엄격

잘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

체질을 갖추고 있고, 금융상품의

한 거시경제 확장 기조를 뒷받침하

고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업 부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

히 평가했다. M&A를 추진한 한국

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그

보급과 시장 자본화 측면에서 거대

기 위해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

희망하는 한국 증권사는 뛰어난 비

다. CJ그룹도 인도네시아의 요식

의 금융기관은 재정, 세무, 상업

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한

한 잠재력을 지녔다.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높은 환율 변

즈니스 감각이 필수적이다. 한 가

업과 유통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적·운영적·법적·인적 자원 등 인

다는 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금융 서비스 상

동성과 지나친 원자재 의존도 또

지 전략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출했다.”

수 대상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실

한국 기업은 자사의 시간 계획에

품 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도네

향후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

사 작업을 수행했다. 현지 규제에

맞춰 사업을 완수해줄 것을 요구한

다. 국민의 25%만이 은행 계좌를

할 과제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

시아의 인터넷 인구는 가파르게 증

국 금융 기업이 진출할 시 준비할 것

대한 엄수와 관련 규제청과의 신속

다. 하지만 상황이 항상 계획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생

서 볼 때, 최근 인도네시아 국채가

가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한 소통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규제

명보험의 보급률은 각각 0.6%와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와 무디스

현재 활동 중인 인터넷 사용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을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이 고려해

당국과 업무 협상을 할 때에는 더

3% 미만이다. 아세안 5개국의

2곳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

지난 12개월간 15% 상승해 8810만

진출하려면 기업들은 분명한 전략

야 할 또 다른 핵심 요소다. 소다

욱 그렇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

GDP 대비 금융 서비스 기관의 비

으면서 인도네시아는 전망 좋은 투

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국민 중

을 세우고 이 전략을 기업의 내부

라은행을 인수한 우리은행이나

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자리 창출

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S&P는 보

대다수(70%)는 모바일 기기를 통

역량과 현지 시장의 여건, 규제 등

CNB은행과 뱅크 메트로 익스프레

과 지식 전수가 이뤄지고, 한국 기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적인 등급인 BB+를 유지했지만

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지난

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 금융 산업

스Bank Metro Express를 인수한 신한

업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시장

의 경우,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은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

재력을 십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

아의 주식시장 자본화가 연간

을 견지하고 있다.”

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현재

감독원OJK이 최근 발표한 금융규

근 들어 한국의 금융사들이 인도네

다. 우리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GDP 대비 50% 미만으로 역내 경

향후 한국의 증권사 등 금융사의 인

SIM 카드 가입자는 인도네시아 인

제책은 현지 은행 수를 감축하고

시아 현지 은행을 성공적으로 인수

이득이 됐다니 매우 보람찬 일이

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도네시아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

구를 훨씬 상회하는 3억2630만 명

자 하는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구조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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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미피케이션,
고객 몰입도 향상을 위한 이야기

있다.

도 성장하고 게임 안의 캐릭터도

고 이벤트를 만든 이유다. 최근에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은 크게

성장한다.

는 아마존, 아메리카에어라인, 애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게임 요소와 특성을 금융

플, 페이스북, 맥도날드, 나이키,

게임은 룰rule 규칙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다면 보다

스타벅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둘째, 게임은 순환되는 하나의 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

들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금융거래가 인터넷·모바일 채널로 급속히 변하면서

름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게임은

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에 머물도

이들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마

금융 고객 서비스와 상품에도 고객 친화성과 고객 몰입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지속적인 장

록 유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연

케팅 전략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

게임을 통해 고객이 더 편하게 사용하고 더 자주 방문하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힌트를 알아보자.

치 또는 미션이 주어진다.

스럽게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

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슈를

글 현웅재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 차장·포스퀘어 한국 사용자그룹 대표운영자

이처럼 게임은 여러 제한적인 규칙

다. 이것이 바클레이스은행이 게

만들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이 구성돼서 ‘기-승-전-결’로 이

이미피케이션이라는 테마를 가지

있다.

어지는 이야기의 축을 가지고 있
다. 게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도구와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환

게이미피케이션의 국내외 모범 사례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 몰

재미있는~’ 등에 해당하는 말을

금융 산업 게이미피케이션의 트렌드

경을 가지고 시작한다.

① 나이키, ‘나이키플러스와 퓨얼밴드’

입도 향상을 위해 게임

한 마디로 ‘게임화gamification’로 이

현재 전 세계에서는 폐쇄적이었던

또한 게임의 주인공들이 필연적으

해하면 쉽다.”

금융 관련 개발 정보들이 오픈되

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바이 디자

게임과 무관해 보이는 정치, 사회,

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올해 영국

고난이다.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

인Gamification by Design>의 저자 게

문화, 산업 속의 여러 상황들과 사

은 규제가 없는 가상공간인 샌드박

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의 새

이브 지허맨Gabe Zichermann이 말하

람들(사용자, 소비자, 수용자 등)

스Sandbox를 구성해 핀테크 기술을

로운 시대를 열었던 ‘월드 오브 워

는 게임이란 어떤 문제를 풀기 위

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

시험해 보기로 했다.

크래프트’를 처음 시작하면 처음

해 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여

해결 방안으로 게임 요소를 적용하

공개 개발 모듈 프로그램 Open

게임 캐릭터는 반바지만 입고 나타

기에서 기업의 고민과 게임의 연결

는 것이 게임화 즉, 게이미피케이

API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키의 ‘나이키
플러스Nike+와 퓨얼밴드FuelBand’다. 스마트폰이나 밴드를 몸에
지니고 러닝 등의 운동을 하게 되면, 개인의 활동량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준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거
나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프
로그램들의 달성 목표는 자연스럽게 나이키플러스를 하는 다른 친구들과의 연결을 돕고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 물론 조건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배
지badge를 받게 된다. 사용자는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개인 기록으로도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
품의 구매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난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지만 몇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션이다.

Startup이나

game에

주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그렇다면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어떤 뜻일까? 도서 <게이미

파이어Gamifier>의 저자이자 게임공
학박사인 김정태 교수는 게이미피
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game+ification(라틴계 명사화 접미사)의 조
어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은 간단
히 ‘게임화’ 혹은 ‘게임화하기’ 또는
‘게임처럼 만들기’ 정도로 이해해
도 좋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떠올리거나 묘사할 때 자
주 쓰는 ‘게임 같은~’, ‘게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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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게임의 룰

고난

극복

보상

자랑

경쟁

게임은 하나의 연결된
순환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진짜로’ 오픈해서 스타트업

② IBK기업은행, ‘흔들어적금’

관련 기업에 공개하고

번의 퀘스트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

있다. 이처럼 샌드박스 API로 개

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고난을

발하는 기업에 각종 지원을 함으

극복할 수 있다.

로써 다양한 핀테크 프로그램과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있다.

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한 단계,

파인엑스트라finextra.com에 따르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조금 더

이러한 와중에 바클레이스은

좋은 옷에 조금 더 좋은 무기를 장

행Barclays Bank이 일종의 금융 프

착하게 된다. 이윽고, 길드에 가입

급격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해 은행에서도 모
바일 사용자 확보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러
나 단순히 모바일 상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재미있고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했다. 그 결과 모이면 금리가 올
라가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적립금이 결정되는 스
마트폰 전용 상품인 ‘흔들어적금’이 탄생했다. 만
보기 기능을 통해 미션을 달성하면 우대금리가 적
용되는 재미가 있는 ‘흔들어 적금’은 수천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각종 기관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로그램 오디션 이벤트를 6월 중순

하게 되고 던전에 들어가 퀘스트

③ 코오롱, ‘덕평자연휴게소의 소변 게임’

에 오픈하기로 했다.

를 해결하면 여러 명이 희귀 아이

그런데 주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이

템을 얻는 즐거움을 누린다.

다. 왜 그럴까? 게이미피케이션을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다

통해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것일까? 게임의 규칙을 간단하게

얻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일

덕평자연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는 모니터
에 비디오 게임을 설치해서 방문자들이 게
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방문자가
게임 안에 있는 가상의 캐릭터와 한판 대결
을 펼친다. 자신과 가상의 캐릭터가 상대방에게 서로 물을 쏴서 쓰러
뜨리는 내용이다. 휴게소를 찾은 이용자들이 볼일을 보는 시간마저도
즐겁게 만든 유쾌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사례다.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련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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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수 있다. 대규모 착오매매구제 제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나는 것을 막는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

부터 반드시 30분 이내에 신청해

호가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알아본다.

야만 한다.

글 변대원 성장과균형 대표

이처럼 호가일괄취소 제도와 대규

도는 직전 가격 대비 ±10% 범위
를 초과하는 가격대에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경우만 구제 가
능한데, 착오매매가 있었던 시점

모 착오매매구제 제도가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손해
를 그전보다 더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손해
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제
도인 것이지 손해 자체를 보호해
2013년 12월 12일. 한맥증

고빈도매매의 급증과 대비의 필요성

난해 8.7%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권의 한 직원이 파생상품

고빈도매매는 알고리즘으로 구성

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

거래에서 주문실수를 하면서 시장

된 투자 전략을 고성능 컴퓨터를

는 고빈도매매가 짧은 시간에 수

에 현저히 낮은 매물이 쏟아져 나

이용해 매매하는 투자 전략을 말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거래하기

왔고, 단 2분 만에 한맥증권은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프

때문에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유

463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는 일이

로그램 매매나 알고리즘 매매를
주로 하는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

물론 지금까지 이런 변동성에 대

주식시장 개장 57년 이래 처음으

자자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다.

한 안정화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

로 주문실수로 파산한 증권사가

하지만 최근에는 주문 처리 속도

호가일괄취소 제도

대규모 착오매매구제 제도

개념

착오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
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
으로 구제하는 제도

착오 회원이 회원 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

신청 방법

증권사가 회원 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
(도입 예정)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의 미체
결 호가에 대한 일괄취소(Kill Switch) 발동을
신청

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 거래소는 착오 발생 익일 17시까지
구제 여부 결정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 미체결 호

구제 기준은 손실 금액이 100억 원 이상*(복

가를 일괄 취소 및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
단하고, 회원은 발동 후 10분 경과 후부터 이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 가능

수 종목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착
오 체결 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10%를 초
과하는 체결분만 구제 가능

발한다는 점이다.

발생했다. 이후 결국 한맥증권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증권시장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 2가지

니다. 호가당 제출할 수 있는 수량
제도 내용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융공학이나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알
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체
감할 수 있었다. 성큼 다가온 인공
지능 기술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된 것이다.

됐다.

가 향상된 다이렉트 마켓 액세

을 상장주식 수의 5%까지로 제한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이와 같은

스DMA서비스와 증권사의 홈트레

하는 ‘호가수량제한’이나, 직전 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이딩시스템HTS 연결 프로그램인

격 대비 체결 가격이 급변할 가능

시장의 경우 이미 2014년 3월부터

API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성이 있는 경우 즉시 체결하지 않

합으로 고빈도매매와 같은 현상이

호가일괄취소 제도를 도입했고,

에 의한 고빈도매매도 활성화되고

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 급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9월부터는 착오매매구제 제도를

있는 추세다.

변의 이유가 호가불균형 o r d e r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

한국증권학회지의 <개인투자자의

imbalance 이나

난해부터 증권시장에서도 가격제

고빈도매매 행태와 성과 분석> 보

error에

한폭이 확대(±15%→±30%)되고,

* 거래소는 호가 및 거래 패턴 등을 감안해 동일한 착오에 의해 체결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여부 결정.

금융시장 역시 다양한 투자 기법
과 첨단화된 정보기술 장비의 결

도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새로운 구제 제도 도입

문제는 기술의 발전만큼 사람들의

finger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

호가일괄취소 제도는 쉽게 설명해

수준은 빨리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한 것인지 정보 반영을

가 필요해졌다. 또한 대규모 착오

서 잘못된 주문이 여러 호가로 접

점이다. 좋은 투자 기법이 늘어나

고서에 따르면 금융공학과 투자

위한 본질적 가격 변동 등인지를

매매 발생 시 회원이 위탁자의 매

수된 경우 바로 신청해 일괄적으

고 더 첨단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전략의 고도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판단할 기회를

매를 자기 매매로 인수할 뿐 다른

로 체결이 안 된 주문들을 취소하

자시장도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

HFT의

고빈도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

부여하는 ‘변동성완화장치’로 일부

구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서두에

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생할 시 큰 폭의 손실이 가능해짐

로 나타났다.

주문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 언급한 한맥증권의 사례와 같

더불어 10분 동안은 추가적인 접

결국 투자자는 기술에 의존하기에

에 따라 이러한 거래안정화장치의

우리나라에서도 고빈도매매의 거

그러나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

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새로

수도 차단해 마치 개별 계좌 시스

앞서 시장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

필요성이 부각됐다.

래량 비중이 2012년 4.7%에서 지

출되는 고빈도매매의 경우 현행 제

운 구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템에 적용되는 사이드카라고도 볼

과 힘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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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꿈을 주는 ‘공동표준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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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결합

20과 50 그리고 200
Conference

Healing IT
손안에 든 콘텐츠,
모바일 영상 즐기기

2016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핀테크 성장 전략을 제시하다
Koscom Neighbor

Book
용기와 해법의 단서를 제공하는
창의적 직장생활 지침서

Koscom News
Briefing

LIFE & IT

Trend

ICT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결합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는 어김없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고 있다.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우수한 첨단 기술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함이다.
글 현윤식 기자 사진 한국경제DB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수한

베이징 올림픽의 고해상도HD 중계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파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첨단

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의 3D 중

너 기업들은 홍보관을 운영한다. 무

융합 서비스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

계에 이어 4년마다 새로운 TV 기술

선통신 분야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로, 정부부처와 올림픽 관련 유관기

이 선보이는 셈이다. 올림픽이나 월

차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제품을

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의

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선보이고, 파나소닉은 초고화질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이 올림픽의 감

에서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관

최첨단 기능을 갖춘 TV를 전시할 예

동과 화려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최

련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정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보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코파

술과 무선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됐

다. 보행자 맞춤 표지판, 사물인터넷

시뮬레이터 구현 및 가상체험 제공

지난 6월 15일 열린 ‘평창 ICT 동계

HD는 4년이 지난 런던 올림픽 당시

카바나 해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다. 같은 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사

주차, 스마트 가로등, 증강현실AR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림픽 추진전담팀 회의’에서 최재

전 세계적인 HD TV 구매 열풍을 불

홍보관을 운영한다. 가로 50m, 세로

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적용

피팅,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최첨단 ICT

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참석

러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우 올림

8m의 공간에 마련되는 이 홍보관에

해 가장 디지털화한 월드컵을 개최

상 관광 등 ‘IoT 스트리트 존IoT Street

를 선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 세

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당부했

픽이 4K 초고해상도UHD TV 확산의

서 정보기술 IT 강국 대한민국의 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Zone’이

조성되고, 사물인터넷과 스

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에서 효

다. 이번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력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조직위

포츠를 융합해 선수의 경기력을 제

과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국토교통부, 평창올림픽조직위, 주

평창 동계올림픽에 구현될 KT의
VR 세계 최초 선수 시점의 영상기술.

원회는 ICT를 기반으로 전시관을 구

K-ICT 평창 동계올림픽

고하는 경기력 향상 서비스도 제공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

성하고, 열린 공간을 콘셉트로 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르고, 편리한,

한다. 셋째, ‘감동’은 UHD를 의미하

본도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채로

감동의 K-ICT 올림픽’을 비전으로

는데 가정에서는 UHD TV로, 극장

에 맞춰 ICT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

운 전시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추진 계

에서는 스크린 X로, 실외에서는 울

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추진 계획

트라 와이드 비전UWV으로 실감 나

등 핵심 분야에서 표준을 정립해 부

ICT를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속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구현하려

는 감동의 올림픽을 전한다는 것이

가적인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올림픽 기

고 하는 다양한 ICT가 포함돼 있다.

핵심이다.

우리와 대부분 중복된다.

간 동안 선보인다. 베이징 올림픽에

첫째, ‘빠르고’는 세계 최초의 5G 올

이와 함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인공

미래창조과학부는 적용된 유망 분야

서는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태그라

림픽을 의미한다. 5G는 초고속, 초

지능 AI과 가상현실 등 신규 유망 분

기술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 상

최첨단 ICT가 모이는 자리

불리는 RFID 입장권과 얼굴 식별 기

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인데, 올림픽

야를 추가한 ‘K-ICT 평창 동계올림

품화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

올해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술을 도입해 입장 편의를 증진시켰

베뉴와 주요 거점 곳곳에 5G 시범망

픽 실현 전략’도 수립했다. 한국어와

리 ICT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

루 하계올림픽은 최첨단 ICT의 전시

다. 런던 올림픽 때는 실시간 번역

을 구축·운영하고 단말을 개발할 계

7개 언어 간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

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올

서비스를 제공해 올림픽 정보의 실

획이다. 둘째, ‘편리한’은 개인맞춤형

비스 제공, 올림픽 방문객에게 자율

림픽에 앞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

시간 전송을 도왔다. 2014년 소치 동

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올림픽 관람의

주행차 시승 및 기술체험 제공, 스키

림픽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를

계올림픽에서는 가상화 네트워크 기

편의성과 즐거움을 극대화할 계획이

점프, 스노보드 등 주요 경기의 VR

기대한다.

관 통신사인 KT, 주관 방송사인
SBS, 강원도,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회
의는 5월 13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이 발표한 ‘K-ICT 평창 동계
올림픽 실현 전략’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리우 올림픽
은 하계올림픽 최초의 4K 본방송 중
계가 예정돼 있다. 이로써 2008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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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K-ICT 올림픽
빠른
(5G)

편리한
(IoT)

감동의
(UHD)

5G 시범망
구축 운영

개인 맞춤형
서비스

UHD 방송
서비스

자동 통·번역
서비스 및 AI 콜센터

경기 영상 VR 중계
및 한류 VR 체험

똑똑한
(AI)

즐기는
(VR)

올림픽 ICT 솔루션 전략 수출 상품화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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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IT

손안에 든 콘텐츠, 모바일 영상 즐기기

03 왓챠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스

왓챠플레이Watcha Play는 국내 영화 콘텐츠 전문 플랫폼이다. 넷플릭

2016년은 모바일 동영상 원년이다. 빨라진 무선통신 속도, 고사양 모바일 기기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

스가 미국·유럽 영화 및 드라마 전문 플랫폼이라면 왓챠플레이는

무료 콘텐츠부터 비싸야 월 1만 원 안팎의 가격이다. 각 플랫폼들은 TV 방송, 해외 드라마(미드), 영화 등 장르별로 차별화를 꾀해

국내 영화 콘텐츠에 보다 집중한 서비스다. 최신 영화는 최소 극장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글 박호현 서울경제 기자

개봉 후 3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작품들부터 왓챠플레이에 올라온
다. 올해 초 기준 왓챠플레이엔 영화 4500편, 드라마 1500편 등 총

01

6000여 편의 영화·드라마 콘텐츠들이 있다.

푹

개발자: 콘텐츠연합플랫폼

다른 동영상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숫자가 워낙 방대하다 보

국내 주요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을 모바일에서 마음껏 볼 수 있는

니 왓챠플레이에도 인공지능 기반 자동 추천 서비스가 있다. 약 2억

유일한 방법은 바로 ‘푹POOQ’을 통해서다. 모바일 디지털멀티미디

6000만 개가량의 이용자 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기반 추천

어방송DMB이

있지만 DMB 지원 기기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용자가 ‘보고 싶어요’ 등 선호 버튼을

최근 이용자들의 시청 추세인 주문형비디오VOD는 DMB에선 감상

누르면 이와 비슷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해당 이용자가

할 수 없다.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콘텐츠를 많이 볼수록 추천 정확

푹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출자해 설립한 콘텐츠연

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합플랫폼이 만들었다. 모바일뿐 아니라 대형 TV와 쉽게 연동해 콘텐

리서치 기관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이용자당 왓챠플레이 평균

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올 초 시작했다. 올해 3월 푹은 구글과 손

체류 시간은 약 197분이다. 이는 TV 프로그램 위주 플랫폼인 푹

잡고 동글형

OTTOver the Top를

(280분)에 이어 동영상 서비스로선 두 번째 기록이다. 가격은 월

통해 TV 수상기에서도 푹 콘텐츠를 이

4900원에 무제한으로 스트리밍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용할 수 있다. 구글의 크롬캐스트 기기를 일반 가정용 TV에 설치하
고 모바일에서 나오는 푹 TV 프로그램을 대형 TV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용 가격은 3000원대부터 1만6000원대까지로 굳이
케이블TV나 IPTV 가입 없이도 모바일, PC, TV에서도 똑같이 주요

04 마이케이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개발자: 한국방송공사(KBS)

국내 최대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만든 동영상 플랫폼도 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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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개발자: 넷플릭스

다. 공영방송인 만큼 모든 콘텐츠가 무료라는 것이 강점이다. 무엇보
다 가장 큰 매력은 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의 KBS 제작 동영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는 이용자에겐 넷플릭

상 콘텐츠가 있다는 것이다. 채널은 총 30개가 있다. 마이케이MyK의

스Netflix가 적당하다. 이미 미국에선 대중화돼 있는 넷플릭스는 올해

30개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뉴스, 시사, 어린이, 스

1월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일반 방송국 기반

포츠 등 KBS가 만든 콘텐츠 상당수를 실시간과 VOD로 이용할 수

모바일 서비스와 달리 실시간 방송은 없으며 모든 콘텐츠들이 VOD

있다.

기반이다. 특히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는 현재 국내 모바일 동영상 서

특히 KBS부산·창원·대구·광주·전주 등 9개 지역 방송 채널도 실시

비스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간과 VOD로 시청할 수 있으며 KBS월드, 한민족방송처럼 해외 동포

저녁 프라임타임 시간대 인터넷 트래픽의 30%가량을 넷플릭스 이

들이 즐겨 찾는 콘텐츠도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시청 가능하다. 그

용자들이 쓸 정도로 북미 지역에선 넷플릭스와 같은 모바일 기반 동

밖에 KBS의 5개 라디오도 마이케이에서 모두 청취할 수 있다.

영상 플랫폼이 대중화돼 있다. 또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출퇴근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맞

콘텐츠도 이 플랫폼에서 독점 방영되는데, 대표작으로 전 세계적인

춘 짧은 영상(핫클립)도 제공된다. 짧은 뉴스, 스포츠 경기, 강연, 음

히트작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있다. 넷플릭스는 독점 콘텐츠들의 인

악, 애니메이션 등 5분 이내 영상에 적합한 KBS 제작 동영상 콘텐츠

기로 2019년까지 매년 20여 편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자체 플랫폼에

들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시청 기능이 있어 디지털 유료 방송

서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도 넷플릭스에

처럼 시청예약, 종료예약, 선호채널 등록 등 여러 시청 편의 기능도

서 제작비 전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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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 당신이 하지 않으면 영원이 불가능하다’며 독자의 피

용기와 해법의 단서를 제공하는
창의적 직장생활 지침서

이 비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 없

를 뜨겁게 만들기도 한다. 이후 본문에서도 여러 인생에

이는 이룰 것도 없다.’

도움이 되는 조언이 이어진다. ‘실수하지 않는 살람(사람)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다. 목표를 세우는 데에 불가능은

은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항목에서는 아예 제목에 고의

없다. 그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로 오타까지 넣어가면서 실패를 독려한다.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 며 “유일한 길은 경험과 실수로

특히 아덴은 “다섯 번의 해고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승진

광고인으로 유명한 폴 아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직장생활에 대한 도발적인 조언을 건넨다.

부터 배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렇게 하면 나폴레

했다”며 해고가 이직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독자

글 김지호 미디어펜 기자

옹과 같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 있

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 그는 회사의 고위 간부들은

다는 설명이다.

너무 바쁘니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
나부터 회사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하라고도 조언한다.

도발적인 13가지 기본 원칙

프레젠테이션은 화요일에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이후 그가 제시하는 ‘13가지 기본 원칙’은 더욱 도발적이

‘깨알팁’도 잊지 않는다.

다. 이를 테면 저자는 ‘일이 안 풀린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

이 책은 그가 ‘창조적으로 일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 것이

지 마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조언한다. 일에 조금이

다. 좋은 광고를 만드는 창조적 과정을 담고 있지만 그 안

라도 참여했다면 책임을 떠맡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의 메시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창조적 일하기’에 관한 것

2016년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를

저자 폴 아덴은 세계적인 광고 회사

주장이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핸드북 크기에 몇 쪽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직장이

맞았다. 조선·해운업종 등에 대한

사치 앤드 사치Saarchi and Saatchi에

이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나 사업이 안 풀릴 때 보면서 용기나 해법의 단서를 제공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수

서 15년 동안 수석 크리에이티브디

들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

하는 잘 만들어진 책이다. 아덴이 생전에 제작한 인상적

출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렉터CD로 일하면서 업계의 전설이

있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잔

인 광고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읽

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된 인물이다. 그의 후배는 그를 이렇

머리 굴리지 마라’고 말한다. 또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

을 수 있다.

올 초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게 소개했다.

경제가 성장통을 피하다가 제대로

“똑똑하고 매력적이지만 성질 더럽

자라지도 못하고 늙어 버린 아이가

고 화를 잘 내는, 완전히 미친 사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했다.

비범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진 독

이미 지쳐 버린 한국 경제가 일종의

창적인 사람. 이 축복받은 창의적 천

‘암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까

일본전산 이야기

국가경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직

지 겸비하고 있다.”

불황기 10배 성장,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위, 신화가 된 회사

장인들의 삶도 편할 리 없다.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아무런 ‘죄 없이’ 퇴출
도 되고 연봉도 삭감됐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224조 원으로 사상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다
저자 폴 아덴 지음 | 출판사 크리스마스북스

최대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에서 치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저자 김성호 지음 | 출판사 쌤앤파커스

우리보다 먼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저성장 시대를 겪은 일본. 한국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폴 아덴의 조언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 초입 상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

아덴은 광고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

단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탕으로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
모두 통하는 조언을 직설적으로 위

이런 가운데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에서도 10배의 성장을 이뤄낸 일본전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일
본전산은 1973년 9.9㎡짜리 시골 창고에서 단 4명이 시작한 기업이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계열사
140개, 직원 13만 명을 거느린 매출 8조 원의 막강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고 금융권에 목을 졸리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트 있게 전해준다. 차례를 보기 위해서는 몇 쪽을 통해 다

직장인들이다. 해결책이 없을까? 127쪽밖에 안 되는 작은

음과 같은 그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있는 인재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철학에 따라 밥 빨리 먹기, 화장실 청소 등의 시험으로 직원을 채용

책이 적어도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

‘부자와 권력자 대부분은 눈에 띄게 재능을 타고났거나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전산의 성장 비밀은 행동 지침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와 핵

다. 책에는 직장생활, 나아가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학식이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다. 그

심 가치 ‘정열, 열의, 집념’에서 읽을 수 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 “거창한 경영이론은 필요 없다.

조언이 가득 담겨 있다.

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부와 권력을 원했기

눈물이 쏙 빠지게 호통쳐라”라고 말하는 나가모리 사장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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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장의 뒤에는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이 있었다. 나가모리 사장은 창업 초기, 개성 있고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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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50 그리고 200
글 박세현 독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 군대를 제대한 후 운

다음 대회 참가를 계획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

동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기 전

은 상쾌했다. 완주 횟수를 늘려나가면서도 매번 대회

까지 동네 근처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30분 동안

에 참가하면 1분,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는 데에 재미

달리기를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다. 그러나 밤늦

가 붙어 마라톤 대회가 있는 주말이 기다려지곤 했다.

게까지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거나 야근, 철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서 대회가 있는 날이면 새

야 등으로 과로하게 되면 치질 증상이 재발했고, 5년

벽 2~4시에 기상해 준비물을 챙겨서 컴컴한 하늘에

주기로 2번이나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

별을 보며 집을 나설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듯한 착각

았다.

도 들었다.

2001년 가을 우연히 어느 노년의 의사가 마라톤을 완

2008년 4월에는 3시간 12분의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

주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도전의식이 발동했다. 6개

했다. 평생 동안 100회 완주를 하려고 한 완주 횟수는

월 동안 준비해 2002년 3월 중년의 나이인 43세에, 동

어느새 200회 완주를 달성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

아일보 주최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만에 풀코스

산까지 거리를 대략 400km라고 했을 때, 20회 이상을

를 처음으로 완주했다. 완주의 기쁨은 하늘을 날아갈

달린 셈이다. 마라톤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보지 못했

것만 같았으며, 세상살이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을 울릉도, 백령도, 거제도 등에서 마라톤을 완주했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동호인들과 함께 마

몇 번의 해외 마라톤 대회도 다녀왔다. 마라톤을 통해

라톤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 ‘평생 동안 풀코스 100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도 알게 됐고, 같은 취미를

완주’가 목표인 전문가 클럽(사회인 마라톤 동호회)에

가진 동년배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도 가입했다. 여기에는 70세가 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느 마라톤 예찬론자는 마라톤을 “신(神)이 인간에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임금)들의 평균수명이

도 떨어져 죽기 전 10년 정도는 이런저런 병과 더불어

50대가 주류였으며 부부가 같이 마라톤을 하는 분들도

내려준 보약(補藥)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47세였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지금은 그렇

살아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여럿 있었다.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20대 체력을 유지하고

지 않지만, 과거 1970~1980년대 정도만 해도 환갑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

(한국 나이 61세)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친척과 친지를

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근세 독일의

마라톤, 신이 내려준 보약

한 것은 마라톤을 하면서 치질이 완치됐다는 사실이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곤 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명언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마라톤에 입문한 후 몇 달 동안에는 일요일 대회에 참

다.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술과 담배 등으로 배나

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대략 남자가

크다.

가한 다음 월요일, 회사에 출근할 때면 다리가 아파 가

온 친구들이나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이 있는 지

끔 절뚝거렸고 오후에는 피곤이 풀리지 않아 졸기도

인들은 건강한 나를 무척 부러워한다. ‘9988234(99세

82세, 여자가 86세 정도 된다고 한다. 더구나 2~3년

있는 비결은 마라톤이고 운동하는 습관이다. 놀랄 만

전에는 102세 할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100세 수술 시

절박함으로 시작된 달리기

했다. 42.195km를 달리다가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이

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를 모토

대’를 열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작 놀랐다. 늦게 발

학창 시절,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감기에 걸리면 당

나타나면 ‘이렇게 힘든 운동을 왜하나. 다음부터는 그

motto로

견한 암 수술은 수술 후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고 수명

시 약사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서도 며칠씩 끙끙 앓았

만해야지’ 하면서도 완주를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린다.

을 단축시키기도 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되면 본인

던 적이 많았던 필자는 4년 동안의 국가고시 수험 준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수술하지 않고 그냥 사는 길을

여파로 치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

택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령자는

는 군대생활 중 심한 고통을 겪었다.

109세이지만, 의학적 견지에서 인간 수명은 150세까지

3박 4일 동안 완전군장을 하고 철야행군 훈련을 할 때

살 수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에는 발바닥 전체에 물집이 잡혀 도저히 걸을 수가 없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었다. 어쩔 수 없이 등에 짊어진 무거운 군장은 차량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으로 이동케 하고 소총은 친한 동기생이 대신 들어주

‘건강수명’은 ‘평균수명’과 달라 나이가 들면 신체의 장

었다. 20대의 나이에 50대에 해당하는 체력을 갖고

기(臟器)와 조직세포가 노화되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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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벽에 기상해 한강변(강변북로)을 달

독자의 글을 받습니다.
여행, 레저, 생활에서 얻은 경험담 등 마음을 움직였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Financial IT Frontier> 게재와 함께 소정의 원고
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분량은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2장 내외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jyp@koscom.co.kr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
보담당자(02-767-8533)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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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2016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코스콤은 ‘자본시장 핀테크 성장 전략 및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2016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핀테크 성장 전략을 제시하다

이어 “로보어드바이저를 보다 능

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기술 분

동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자본시장은 혁신을 통한 성장이

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정

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모델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착시켜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이

이 진화하면 금융사가 새로운 시장

사장은 현재 투자 자문, 투자 정

용 환경이 활짝 열려야 한다. 셋

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

보 검색, 주가 예측, 매수매도시

째,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확산

지난 6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6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고 말했다.

점 분석,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핀테크(fintech)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오후에는 한국거래소, 금융

를 비롯한 여러 태스크포스TF팀

이를 위해 코스콤은 핀테크 육성

글 이용규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

프로젝트가 자본시장에서 진행되

프로그램을 개발해 스타트업 성장

콤 등 기관별 세션이 진행됐다. 한

는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 핀테크

단계별로 핀테크 생태계를 지난

국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의 새로

는 이제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진

1년 동안 조성해 왔다. 공모전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

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비

운 가치 창출 및 성장 전략’을, 금

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한 스타트업 발굴, 핀테크 테스

는 키워드로 제4차 산업혁

시장과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

융투자협회는 ‘글로벌 대체투자 트

하지만 신규 시장 개척, 신규 투

트베드 섹터 구축을 통한 사무환

명이 시작된 가운데 자본시장에의

열린 이번 행사는 최경수 한국거

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컨퍼런

렌드 및 전략’을, 한국예탁결제원

자자 유입, 서비스 차별화, 매체

경 제공, 자본시장 최초 핀테크 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의

래소KRX 이사장의 개회사와 임종

스 ‘Technology Tools for Today’

은 ‘자본시장 포스트 트레이드Post-

다변화 등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

드 조성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

룡 금융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본

의 창립자 조엘 브루켄스타인 회장

Trade

산업의 변화와 혁신’, 코스콤

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투자자

앞장서고 있다.

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발

격적인 세션 발표가 진행됐다.

은 “전통적인 자산운용사의 자문

은 ‘자본시장 핀테크 성장 전략 및

들은 새로운 투자처와 투자 방법

정 사장은 끝으로 자본시장 오픈

전협의회가 주최하는 ‘2016 한국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마이크 포

수수료는 높지만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

에 목말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플랫

자본시장 컨퍼런스’가 지난 6월

웰 톰슨 로이터 전무의 기조연설

의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낮다”며

을 진행했다.

정 사장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폼 서비스를 통해 자본시장 이외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을 시작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해 기존 고

금융 고객 및 투자자의 필요를 충

의 공공 금융기관, 금융 회사와 연

개최됐다.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

액자산가만 제공받던 서비스를 일

자본시장 핀테크 성장 전략 및 활용

족시키는 데 있으며, 자본시장의

계하며 핀테크와 자본시장 발전의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반 고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자본시장

성장 전략을 핀테크 활성화에서

시너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CEO

포웰 전무는 “규제 비용 발생 등으

라고 말했다.

핀테크 성장 전략 및 활용’을 주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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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om Neighbor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CSR

“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일상, 자연을 보듬는 나눔의 현장.

희망을 전달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꾸며진 도서실이
보현의집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에게

”

코스콤 임직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5월 금융본부의 뜨거운 한낮, 더 뜨거운 봉사
5월이지만 낮에는 영상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돼 가

기술연구소 & 해외사업TF,
노숙인과 희망을 함께하는 시간

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던 5월 20일 신평호 전무를 비롯

영등포 보현의집은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

한 금융본부 임직원 30여 명은 한강 밤섬으로 봉사활동

취업 지원, 일시·장기 보호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진행하

을 떠났다. 밤섬은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

고 있는 시설이다. 이곳 2층에는 작은 규모의 도서실이

이지만 일 년에 단 두 차례 한강사업본부와 서울시 영등

있다. 보현의집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이 공부도 하고 책

포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유해식물 제거 봉사활동을

도 읽는 곳인데, 장서량이 부족하고 서적과 시설이 노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코스콤 임직원들을

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비롯해 영등포에 위치한 다른 기업, 그리고 일반 봉사자

이에, 코스콤에서 보현의집 도서실 환경 개선을 돕기로

까지 총 150명이 참여했다.

했다. 도서와 책상, 의자를 후원하고, 6월 27일 기술연구

밤섬은 생태보전지역이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와 해외사업TF의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벽면 페인트

사람의 손을 이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식물은 번식

칠 및 도서 라벨 작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력이 강해 특히 장마 전 후 봉사의 손길이 절실한 편이

앞으로 새롭게 꾸며진 도서실이 보현의집을 이용하는 노

다. 선착장에서 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간 밤섬은 땅이

숙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무성했는데, 내리자마자 봉사
활동이 시작됐다. 코스콤 임직원들이 제거한 유해식물은
호박잎처럼 생겨 나무를 휘감아 죽게 만드는 넝쿨식물로
이미 주변에 이 식물에 의해 말라죽은 나무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더운 날씨를 견
디며 진행된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뽑은 것보다 더 많
은 양의 유해식물들이 남아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평
소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허가된 하루 안에 모든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큼 뜻 깊은 봉사활동이었
다. 올해는 지난 3월 경영전략본부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사회공헌 브랜딩 공모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브랜드를 제정해 공
헌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면서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코스콤에서
도 코스콤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임직원
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총 30여 건의 공모작 중 곽기웅 미래사업실 실장의 응모작이 당
선됐다. 향후 코스콤의 사회공헌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응모작
IT’s 희망, IT’s 이웃사랑, IT’s 글로벌
의미
‘IT’라는 것과 ‘그것’이라는
영어 지시대명사를 사업 카테고리와
연결해 IT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매달 본부별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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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본시장 CIO·CISO 포럼 조찬 세미나, ‘인공지능의 꽃은 딥러닝’

KOSCOM
News

코스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하반기 시범 서비스
코스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개발
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PaaS-TA’를 구축·운
용, 올 하반기 중 시범 서비
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파스-타’는 ‘Platform as a Service’와 ‘Thank you’의 속어
인 ‘ta’ 또는 한국어의 ‘타(탑승)’를 합친 명칭이다.
코스콤은 ‘클라우드 오픈 플랫폼 1.0 공식 론칭’에서 NIA와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생태계 선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맺고 파스-타의 구축·운용을 맡기로 했
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상호 호환이 가능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의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구축·운용,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 오픈 파스Open
Paas

운영을 위한 포털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파스-타를 공공·민간기관에 확산시켜 서비스 및 운
영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5월 26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
사에 위치한 핀테크 테스트베드
센터에서 자본시장 최고정보책임
자CI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대상으로 ‘제14회 자본시장
CIO·CISO 포럼 조찬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
투자업계 CIO·CISO와 한국거래
소KRX, 코스콤 등 관련 기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희 서울대 바이오지능연구실 연구
원이 ‘인공지능의 꽃,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자기 학습을 통해 지능을
향상시키는 딥러닝을 활용한 예술, 금융,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딥러닝은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향상시켜 대규모 모델 학습이 가능하고, 지능형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기
초 데이터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동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학계
에서 획기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개발환경이 개방과 공유, 협업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 딥러닝의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코스콤은 6월 25일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 60여 개 증권·자산
운용사가 사용 중인 종합 증권·파생상품 업무 시스템 ‘파워베이스’에서 펀드 판매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펀드판매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펀드판매시스템은 통장 관리 및 이체 등이 가능한 펀드 판매 원장 서비스, 계좌 개
설 및 실명 확인 등을 포함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MTS나

웹트레이딩서비스WTS 등을 담은 펀드 매매 단말 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카
드사 등도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투입 없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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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5월 16일부터 닷새간 ‘2016 금융전
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금
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사
이버 공격으로 국가 기반시설인 금융 전산
시스템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
행됐다. 이번 훈련에 따라 코스콤은 자본시
장 IT 시스템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 운용
실태 및 정보보안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
했다. 코스콤은 또 화재대피훈련, 전자적 침
해사고 위기대응 훈련, 모든 시스템 중단 대
응 및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이동태세
점검, 임직원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코스콤, ‘전진부대’ 위문 격려
코스콤은 6월 22일 정연대 사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경기
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전진부대)을 방문해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진부대
는 비무장지대인 판문점과 JSA대대, 제3땅굴 등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 경계를 맡고 있어 코스콤 임직원들은 이날 ‘호
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 견학도 함께 진행했다. 정연대 사
장은 “6월 25일은 앞두고 국토 수호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
서 “더운 날씨지만 국가 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취임 2년 코스콤 정연대 사장 “자본시장 핀테크 성과 낼 것”

코스콤, 펀드 판매 업무 통합처리 ‘펀드판매시스템’ 운영

‘2016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5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
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권 전체와
연동 가능한 개방형 AP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
며 “오는 7월 본가동을 거친 뒤 관련 핀테크FinTech 서
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PI 플랫폼은
운영 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 사장은 “개방형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둔 핀테크 서비스 또한 개발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특히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코스콤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내달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유렉스Eurex 야간시장을 통합·재구축해 효율화를 이끌
어내겠다”며 “채권 시장 거래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선진화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대한 시스템 준비에도 돌입할 계획
이다.
코스콤은 하반기 대체거래소ATS 개설에도 대비한다. ATS 설립에 대비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행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제도 개편 등 선재적인 대응과 함께 차세대 인증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TZ-사인SIGN과 파이도FIDO를 하반기 상용화 하겠다”고 말했다.

코스콤, 사내 벤처공모
제도 시행
코스콤이 참신한 핀테크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미래사업실 주관 하에 ‘미스테리 창업
쇼-복면벤처’라는 임직원 공모 제도를 시행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
지고도 조직구성원이라는 한계에 묶여 뜻을
펼치기 힘들었던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고, 회사 역시 기존 업무 분야에서
벗어나 과감한 신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공모에 제출된 사업
안 가운데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 아
이디어는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사
내 벤처로서 사업 활동을 추진한다. 사업 시
행 3년 경과 시점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중 일정 부분을 해당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되며, 향후 별도 법인으로 창업 추
진 시 투자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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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증권사 IT 이슈
4月

1日	한국거래소(KRX), 아시아 증권시장 간 공동 협력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 주요 증권시장과의 공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한
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7日 찾아가는 맞춤형 공시교육 서비스 실시
	한국거래소는 맞춤형 방문 공시교육을 제공해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의 공시업무 역량을 제고할 예정

24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증권·파생상
품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연장 추진
30日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 대상종목을 주식에서 통화·국채선물로
확대 시행
	2014년 12월에 개설된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의 대상종목을 통
화선물과 국채선물로 대폭 확대

18日 중국 기업 및 기관투자가 대상 한국 증시 설명회 개최
	해외 기업 유치 및 글로벌 투자자 확대를 목표로 활발한 글로
벌 마케팅을 추진

30日 비상장 우량기업 상장설명회 개최
	비상장 우량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
회 및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상장설명회를 개최

25日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스마트베타지수 개발 착수
	최근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베타지수를 한국거래소
와 S&P가 공동 개발 진행

29日 중요 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중요 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
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법인 등 안내를 거쳐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 예정

5月
4日	감자 등으로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 종목의 거래재개
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자본 감소로 인한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 되는 코스닥
종목 등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
부 개선, 시행
9日 외국인 투자자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투자 수요
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
10日 코스닥시장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거래 내용의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
거래정지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
17日 중기특화 증권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CEO와 간담회 개최
18日 홍콩에서 한국 증시 로드쇼 및 상장기업 IR 개최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및 우량 상장기업의 글로벌 투
자 유치를 위해 홍콩에서 ‘한국 증시 로드쇼 및 상장기업 IR’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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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日 2016년 코스닥 외국 기업 서울 합동 IR 개최
	외국 기업 투자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2016년 코스닥 외국 기
업 서울 합동 IR’를 개최

6月
1日 2016년 코스피 배당성장 등 신배당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코스피 배당성장 등 신(新)배당지수에 대한 구성종목 정기변경
을 6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
13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코스피시장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해 우량 외국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
13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
13日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대상 사이버 알러트Alert 통보
서비스 실시
	사이버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 법인에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 서비스’를 실시
14日 달러이자율스와프 거래 청산 서비스 도입 추진
	원화 이자율스와프 거래에 이어 미국달러 이자율스와프(USD
IRS) 거래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올해 11월 개시할 예정
20日 2016년 코스닥 상장기업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코
스닥 기업 16개 사를 대상으로 홍콩(6월 13일), 싱가포르(6월 15
일)에서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

NH투자증권, 입체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QV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 제공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모바일용
API 서비스 오픈

키움증권, 나만의 해외 HTS 만들기
‘해외파생 Open API-W’ 서비스 출시

고객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입체적
으로 진단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자산을 포
트폴리오 관점에서 진단하고, 바람직한 포
트폴리오 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QV포트폴
리오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
는지, 투자 성향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 포트폴리오 효과가 높은 상품들로 잘 분
산돼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진
단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 투자 상품은
국내외 주식,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주
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국내 채
권, 브라질 채권, 상장지수채권ETN까지 개인
고객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용 API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증권사
서버에 접속, 매매 가능 한국투자증권은 기
존에 PC에서 제공되던 API 서비스 ‘eFriend
Expert’를 개편해 업계 최초로 모바일용 API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API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증권사 서버에 접속
해 시세 수신, 주문 송신, 잔고 조회 등을 처
리하는 통신 연결 프로그램이다. API 서비스
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
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고객 본인에게 맞는 증권 서비
스 화면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다. 한국투자
증권은 이번 API 개편을 통해 기존 PC에서
만 사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서도 가능하도록 해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
였다. 현재 모바일 API 서비스에서는 국내
주식 관련 조회 및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지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 신청으로 API 서
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을 높이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설명서와
화면 샘플도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으로
해외 선물옵션 거래 키움증권은 5월 16일부
터 ‘해외파생 Open API-W’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 이번 ‘해외파생 Open API-W’ 서
비스는 키움증권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해
외 선물옵션 거래 시 고객이 직접 프로그래
밍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모듈에 연결해
시세 조회, 잔고 조회, 주문 등을 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정훈 키움증권 글
로벌영업팀장은 “해외파생 Open API-W 서
비스 출시로 해외 선물옵션 거래 시에도 프
로그래밍을 통한 고객 자신만의 매매 환경
을 보다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해외파생
Open API-W’의 저변 확대에 역량을 기울
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증권업계 최초 적립식 ETN 서비스 오픈

유안타증권, 티레이더 종목진단 서비스 오픈

해당 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이루어지는 편리한 서비스 신한
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ETN 상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신한
플랜yes ETN 적립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 서비스
는 고객이 매월 매수하는 날짜와 금액, 목표수익률 또는 목표 금액을
지정하면 지정된 날짜에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목표 도달 시 자동으로
수익을 실현해주는 서비스다. ‘신한 플랜yes ETN 적립식 서비스’를 통
해 투자할 수 있는 ETN은 달러환산코스피KOSPI 등 19개 종목이다. 증
권업계 최초로 적립식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며, 최저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오해영 신한금융투자 Equity파생부장은 “최근 ELS의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ETN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춰,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목표를
달성해주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소개했다.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티레이더 종목진단 서비스’ 오픈 유안
타증권은 5월 30일, 특허 받은 인공지능AI 투자 시스템 ‘티레이더’의
핵심 기능인 햇빛·안개 신호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보유 및 관심 종목
을 무료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티레이더 종목진단
서비스’를 오픈했다. ‘티레이더’는 주식투자에 있어 자체 개발한 인공
지능 플랫폼을 통해 투자 유망 종목을 추출하고 매매 타이밍까지 제
공해주는 차별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투자자가 종목 진단을
의뢰하면 ‘티레이더’는 해당 종목의 실적, 수급, 차트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화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종목의
현 상태를 진단한다. 기존에 발표된 실적을 포함한 재무지표뿐만 아
니라 예상 실적 데이터를 수집해 실적을 분석하고, 스마트머니의 수
급을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다 정확한 수급 상황까지 분석한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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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Financial IT Frontier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스마트하게 독자엽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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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독자엽서 보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WiFi 사용 환경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범

최연우

‘모바일금융 혁신의 시대, 규제 혁파 필요해’ 기사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금융당국과 기관, IT 회사들이 상호보완적이고 경쟁
력 있는 모바일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이 시대적 과제임을 잘 역설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업’ 기사를 통해 많은
선진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에 대비한다는 것을 인
상 깊게 읽었습니다.

?

Happy Quiz
? ?

01
02
03

여러 자산운용사가 국내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직

<온·오프라인 당첨자 명단>

접 주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브 시스템으로, 증권

강영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신상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를 통한 주문에서 결제까지의 전 과정 자동화를

강창규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유재범 | 서울 관악구 행운1길 7

지원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김원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이승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힌트: 38P

김지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이정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김휘곤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이치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박세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정은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방은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최병갑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프로그램 명령어 덩

송나영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최연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삼성동

어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용어는 무엇일까요?

송승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최지만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능동1길

힌트: 56P

송재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하미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원하는 앱을 쉽

문화상품권

지문이나 눈 등 신체 일부를 차세대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수단을 무엇이라
고 하나요? 힌트: 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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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퀴즈 당첨자 명단

Financial IT Frontier·2016 SUMMER

응모 방법 엽서 또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jyp@koscom.co.kr
희망 상품도 함께 적어주시면 해당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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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호 상품 발송이 완료된 후에는 수집된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2016 SUMMER

01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02

다음 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03

코스콤 사외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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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란…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제조업체들은 각종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하나의
플랫폼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용무를 확장해
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주요 플랫폼 사업의 성과 및 전략

90%

79%
브라우저, 모바일 OS를
무료로 배포하고 사용자를 확보한
후 검색광고에서 수익화

구글
전 세계 검색 점유율

애플

미국 기업 중
시가총액 :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

애플 콘텐츠 수익

위

12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 :

억

페이스북

아마존

= 윈도우즈 OEM
판매수익

3000만 명

미국 내 온라인
커머스, 전자책
디바이스 매출 :

1

위

아마존 프라임은
전체 수익의 1/3
(추정)

단말, OS, 앱스토어의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사용자의 구매 충성도를 높임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광고, 게임에서 수익화

클라우드-콘텐츠-단말로 이루어진
강력한 고객 생태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콘텐츠, 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수익 창출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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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에 대한 이슈와 앞선 트렌드, 이제 Financial IT Frontie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