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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열풍으로 바라본
가상현실의 산업적 성공

사람들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면

지난 7월 6일 미국에서 출시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속 포켓스톱과 체육관으로 지정해

가상현실VR의 현실적 단계인 증강현실이 산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가상현실에 대한 기대에 찬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방문이 늘면

글 최수미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서 포켓스톱이나 체육관으로 모일
것이고, 이곳은 데이트 장소나 만
남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맥도날드 매장을 게임

26.6% 증가했다고 한다.
산업에서 바라본 가능성

포켓몬 고 신드롬은 위치정보에 기
반을 둔 AR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현재 포켓몬 고는

포켓몬 고를 즐기는 모습.

스마트폰용 AR 게임이지만 간단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닌
텐도가 출시한 게임과 TV

포켓몬 고 출시 전후 닌텐도 주가
(단위: 엔)

애니메이션 방영으로 전 세계 청소

위치정보를 활용해 움직이게 하는

한 그래픽 이미지를 혼합해 사용하

있다. 실제로 고급 개인용 컴퓨

은 플랫폼 업체들은 특별한 추가

AR 기술이 잘 맞아떨어졌다.

고 있다. 좀 더 실감나고 몰입할

터PC와의 연결이 필요한 오큘러스

장비 없이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리프트 헤드셋보다 모바일 버전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2만7780

년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시의적절, 적합한 소비자 만나 성공

면 모바일 VR 기술을 활용할 수

기어VR이 가상현실을 가볍게 사

AR, VR 응용을 이동 가능한 모바

스터가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의 캐릭터들은 현재 스마트

있다. 이미 포켓몬 고도 구글 카드

용하려는 대중의 선호도 면에서

일 기기의 특성과 결합해 소셜미디

포켓몬 고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폰 게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드 헤드셋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높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

어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40대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구글 카드보드는 오픈 소스로 제공

뿐만 아니라 어릴 적 향수마저 불

돼 누구나 VR 헤드셋을 손쉽게 만

러일으키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들 수 있다.

다. 위치 기반 게임 이야기도 10년

구글 카드보드처럼 스마트폰을 사

전부터 나왔지만 예전에 생각지

용하는 VR 헤드셋에서는 스마트

못한 방식으로 실제 주변의 위치

폰의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

는 출시 일주일 만에 하루 사용자

포켓몬 고 출시
1만4380

수가 2100만 명을 기록하며 최대
모바일 게임이 됐고, 사용자당 이
용 시간이 페이스북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

1만3800

6월 24일 7월 6일

15일
자료: 도쿄증권거래소

았지만 게임이 작동되는 강원도 속
초시로 포켓몬을 잡으려는 인파가

실 세계에 가상 캐릭터를 혼합한

를 게임에 활용해 모바일 게임의

영한 실제 주변 영상에 가상의

몰렸다.

AR 기술을 만나 하루아침에 대박

주류로 떠올랐다.

3차원 캐릭터를 혼합해 보다 실감

포켓몬 고 게임은 미국 구글의 사내

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포켓몬 고

벌써 희귀한 특정 포켓몬을 이용

나는 입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벤처로 출발한 나이앤틱Niantic과 일

가 출시 일주일 만에 대대적인 성

해 손님을 유혹하는 가게들이 생겨

다. 물론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본 닌텐도의 자회사인 포켓몬컴퍼

공을 거둔 것은 적절한 기술이 시

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가

가상의 3차원 캐릭터를 혼합해 표

니의 합작품이다. 존 행키 나이앤

의적절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됐

게 매출이 25%가량 증가한 사례도

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처리

틱 CEO는 구글의 지도 이미지 서

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의 대성공

있다고 한다. 오프라인 상점은 실

성능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고

비스인 구글어스를 성공시킨 인물

에는 피카츄 등 친숙한 포켓몬 캐

제 공간에 가상 캐릭터들을 혼합하

려해야 한다.

이기도 하다.

릭터를 야외에서 사냥하러 돌아다

는 새로운 서비스로 온라인 상점

페이스북도 스마트폰이 대중적인

포켓몬이라는 오래된 캐릭터가 현

닌다는 게임의 내용과 스마트폰의

과 차별화할 수 있다.

VR 플랫폼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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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를 가능하게 한 기술 3

1.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 움직이게 하라
이를 위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실제 사물을 볼 때 그 위에 가상
의 그래픽을 함께 보여주는 AR 기술을 사용했다. 정확한 구글 맵
데이터를 사용해 밖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며 게임에 등장하는
포켓몬을 사냥하게 만들었다.
2. 실제 세계를 게임에 이용하라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제공한 세계 유명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사용했다. 포켓몬 고
의 토대가 된 모바일 게임 인그레스Ingress를 통해 몇 년에 걸쳐 확보한 데이터다. 이 데
이터를 이용해 포켓스톱(아이템 획득 장소)이나 체육관(포켓몬 대결 장소)과 같은 주요
포인트를 설치, 현실 세계를 게임장으로 바꾸었다.
3.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단순한 게임을 넘어 소셜미디어 역할을 하기 위해 단계가 올라가면 이용자들이 만나 포
켓몬을 교환하고 여럿이 힘을 합쳐 대결하도록 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포켓몬을 수집하
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SNS로 사진을 교환하거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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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머신의 안전 확보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발생한다. 운전자의 연령, 나이,

공리주의적인 차와 관련된 사고 실험
Ⓐ

Ⓑ

Ⓒ

성별 또는 법의 위반 여부 등 다양
한 정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
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배제해도
되는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사고로 인해 자율 머신의 안전 확보 방안과 윤리적 담론에 대한

2014년 패트릭 린은 왼쪽으로 핸들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도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을 돌리면 여덟 살짜리의 여자아이

글 변순용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와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
리는 경우 여든 살의 노인과 충돌
한다고 할 때, 여덟 살 여자아이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더

Ⓐ 여러 명의 다른 보행자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한 명의 보행자를 다치
게 하는 경우

테슬라 자율주행차 충돌사고 과정

이상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 한 명의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를 다치게 하
는 경우

Ⓒ 여러 명의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를 다치게 하
는 경우

지 문제를 제기한다.
❶테
 슬라 모델S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직진 주행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볼 때 공

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구글의 자율주행 누적 거리만 해도
296만 km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인과 충돌한다는 것은 나이와 관련
해 이미 선입견을 지닌 것은 아닌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58대의 자율

목숨을 살리기 위해 여든 살의 노

❷반
 대쪽에서 오던
트랙터 트레일러 좌회전 준비

❸
모델S 지붕이 트레일러와
충돌 후 트레일러 아래로 통과

과 관련된 여러 노력이 있다. 6월
13일에는 범부처 민관협의기구 ‘자
모델S 도로를 벗어나 ❹
철제 울타리와 충돌

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발

❼ 모델S 회전 후 정지,
운전자 사망

족돼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논의
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

모델S 계속 주행하다 ❺
다른 쪽 철제 울타리와 충돌

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이루

울타리 지나 주행하다 전봇대와 충돌 ❻

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미국 플로리

자료: 로이터·NHTSA

다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S 운

이 연구는 위의 그림과 같은 3가지

공리주의적 자동차에 매력을 덜

리주의적인 접근은 설득력이 높긴

상황을 제시하고, 윤리적 사고 실

느낀다는 것이다. 만약, 차량 소유

하지만 공리주의적 차량 구매 시 선

험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해 분석

주가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다

호도 저하 문제, 정보 선택과 배제

한다. 이 연구는 실험적 윤리학에

면 공리주의적 차량에 대한 선호

문제,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의 목숨

기초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취하

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와 관련된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

2014년 구달의 연구에서는 공리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견을 수용하고 공리주의적인 차에

의적 접근을 할 때 비용과 이득 평

대한 수용 정도를 알아보려 했다.

가가 예상보다 복잡할 수도 있음을

의무론적 자동차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

의미한다. 먼저, 피해를 계량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의무론적

서 공리주의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사에서 피해 측정에 이용하는

접근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이

가 윤리적인 자동차라고 단정할 수

금액 중심의 산정이 가장 명확하며,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에서 출발

는 없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충돌 시 이러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해볼 수 있다. 구달은 이러한 원칙

것은 사람들이 구매, 소유 및 이용

방향을 택한다고 하자. 자율주행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할 때

전자의 사망사고 이후 오토파일럿

이 16개월 된 유아를 공격하는 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동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접근이라

기술은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

도 발생했다.

업으로 윤리적 이론을 적용해본다.

와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할 수 없

탑승자보다는 헬멧을 쓴 오토바이

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규칙을 따

다. 미국 일부 사회에서는 테슬라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율 머

다는 것이다.

탑승자와 충돌하는 것을 선택할 것

르게 하는 것이 컴퓨터의 속성에

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 오

신의 안전 확보 방안과 윤리적 담

공리주의적 자동차

이 연구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적

이다. 이 경우 안전에 비용을 지불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

토파일럿을 너무 일찍 내놨다고 비

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보행

한 헬멧을 쓴 오토바이 탑승자가

나 의무론의 제한점 역시 제시하고

판했다. 7월 12일에는 미국 캘리포

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로는 2015년

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공리주

오히려 충돌의 대상이 된다는 불공

있다. 먼저, 법칙들 사이에 갈등이

니아 주 스탠퍼드 쇼핑센터에서 보

는 의견이 많다. 이 글에서는 자율

장 프랑수아 보네폰 외 2인의 연구

의적 차를 선호하지만. 자동차를

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있을 경우, 혹은 법칙 내에 갈등이

안 업무를 담당하던 자율운행 로봇

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윤리적

를 들 수 있다.

구매하는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보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문제도

있을 경우 로봇은 자신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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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우려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100년 연구
프로젝트 주요 내용

시모프의 제1원칙에 따르면 자율주
행 자동차는 급정거조차 할 수 없
다는데, 이는 인간에게 상해를 입

기술 트렌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길까

힐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J. 크리스티안과 연구에서

사생활 침해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러더가 현실화될까

도, 아시모프의 원칙은 자율주행

법률
인공지능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피해 책임은
누가 질까

자동차의 윤리적 행동의 틀을 만들
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조가 첫

금융투자사의 인력
대체

투자 권유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소홀

•중개, 매매, 집합투자, 자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설
명의 한계

문, 일임, 신탁 등 분야

•판매, 운용, 관리, 리서치

•적합성

분석 등 부서 활용 증가

테스트 수행 여
부 확인 한계

•퀀트

인력은 꾸준히 증
가 전망

과적이라고 언급한다. 아시모프의
주행 자동차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AI 통제력 강화
인간의 기대와 별개로 움직이는 초인공지능이
나올까

제시한다.
(1) 자동화된 차량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높은 상품(서비스)
위주 편입

•퀀트

기반 알고리즘 시
스템의 경우, 빈번히 주
문 수행

•단기 수익 추구
•인공지능의 동일한 판단

•시스템

으로 인한 쏠림 현상

•해킹의

리스크로 확대

개연성

•켄쇼 등 AI 기반 리서치
분석 맹신, 선행매매 유
혹

AI를 통한 금융 혁신 추구

•규제 프리존 확대
•비대면 투자 권유, 정보 공유 규제 등 완화
•AI 활용 금융투자업 공동 정보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체계 정립

•AI 관련 투자자 보호 규제 정립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정립
•수수료 체계 개편(Commission → Fee)

(심리지수, 개인신용평가 등)

•AI 활용 투자자 교육 시스템 개발

탑승자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의 오작동 &
해킹

경우 투자자 손
실,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

경제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

로봇 3원칙의 정신을 계승한 자율

•보수

인공지능 맹신

•부당 권유

윤리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금지해야 할까

번째 원칙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효

투자자 이익보다 AI
운용자 이익 우선

시스템 리스크 억제

•알고리즘의 오류 검증 강화
*미국: 알고리즘 거래자 사전등록제 시행
유럽: 2018년 MiFIDⅡ 시행 예정

•금융 보안 강화
•금융거래 전반에 이상 감시 시스템 적용

자료: 미국 스탠퍼드대

(2) (1)의 원칙을 위반하는 충돌을 피하기

자료: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AI가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과제’, 이효섭, 2016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화된 차량은

을 꺾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보행

지 않는 한, 차량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자와 충돌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보호해야 한다.

하위 규칙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해야 할지 아무런 제안도 주지 못

추상적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

한다. 이 경우 결국 보행자의 피해

나, 이 경우 충돌 이외의 주행 상황

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앞에

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자동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

서 제시한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다

볼 수 있다.

법이기도 한다.

프의 로봇 3원칙을 자율주행 자동

빅데이터의 공유와 이용이 확장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시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차에 적용,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인공지능 시대에 벌어질 사회적 양극화와 정보 격차

다. 3원칙이 지나치게 충돌의 원칙

인간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택

행할 때에는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

에만 국한됐다는 한계도 있다. 아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는

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

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다음과 같

경우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도움을 받아

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

(1)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에게 위해를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

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

가하는 주행을 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

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기본

제는 아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한

황에 처했을 때 이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원칙을 정하기 쉽다.

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2) 자율주행 자동차는 (1)에 위배되지 않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는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인간의

는 한, 도로 법규 및 탑승자의 판단에 따

의 설계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라야 한다.

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 자

하는 가치다. 따라서 더욱 신중한

(3) 자율주행 자동차는 (1)과 (2)에 위배되

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로봇 윤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

(3) (1)과 (2)의 원칙을 위반하는 충돌을 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화된
차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다른
물체와도 충돌해서는 안 된다.

크리티안과 사라의 연구는 아시모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 처리가 가능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오류, 오작동을 어떻게 최소화하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기며 인간의 AI 의존 심화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충돌 시 가
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보행
자 및 자전거 탑승자이고, 그 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다른 차량, 마
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른
물체라는 충돌 대상 간의 위계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선진국 대응 사례
국가
영국

유럽연합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원칙만으로는 여전히 원
칙 내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동화된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핸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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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사례
2015년 공학, 물리학연구협의회 로봇원칙 발표
2005~2008년 윤리로봇 프로젝트
2007년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 로봇윤리 로드맵 발표
2014년 로봇법 프로젝트, 로봇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2015년 총무성 산하 2045 연구회 출범, AI의 사회적 영향 연구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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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투자 문화를 바꾸다

“모바일 증권사가
최종 지향점”
Keyword
of
Leader

완벽한 모바일 증권사를
구현하려면

황국현
유안타증권 IT본부장·CISO
1988년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1988년

동양증권 전산실 입사

2001년

중앙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사

2007년

동양시스템즈 증권본부장

2011년

동양증권 IT본부장

2014년

유안타증권 IT본부장·CISO

1. 각
 투자자 특성에 맞춘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2. IT 인프라 및 프로세스 등
모든 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
3. 투
 자 상담, 상품 선정, 투자,
사후관리 등 모든 투자
행위가 모바일 하나로 가능

유안타증권의 로보어드바이저 티레이
더는 2016년 상반기 금융IT 관련 상을
여럿 수상했으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빅테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기술 IT을 바탕으
로 한 차세대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유안타증권의 황국현 IT본부
장을 만나 모바일 증권사 구현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글 권순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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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2016년 상반기 금융
IT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투자 기

“오픈 API를 통한 금융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중개 역할이 필요합니다.”

법인 ‘티레이더 2.0의 오픈’을 꼽았
다. 티레이더의 오픈 이후 올 3월
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하우를 빅데이터와 접목한 시스템

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수많은 시

벌어졌다. 인공지능AI에 대해 세간

으로, 주요 정보를 분석해 시스템

뮬레이션 끝에 투자자에게 방향을

의 이목이 집중됐고, 티레이더도

적인 매매 타이밍을 제공해 투자자

제시할 정도의 적중률을 가지게

주식시장의 AI로서 부각되는 계기

들이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투자하

된 것입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도

가 됐다.

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권업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

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이

요합니다.

Q 2016년 상반기 유안타증권은 금

첫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Q 특히 티레이더가 브렉시트Brexit로

융IT 부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

째는 진정한 고객 입장에서의 서비

인한 변화를 예측해 화제였습니다.

습니까.

스 마인드 구축입니다. 티레이더

A 당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브렉

A 우선 티레이더가 금융투자대상

는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

시트가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실시간 제공합니다.

히셨습니다 .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

과 헤럴드경제 e서비스 대상을 수

운 전문 용어나 복잡한 가이드 대

는 정황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

Q 오는 10월 예정인 업그레이드는

A 모바일 증권사는 개인화에 기초

이템을 개발하고 제품화할 수 있

상했고 상반기 히트 상품에 선정됐

신 날씨 개념의 투자 정보와 쉽고

나 티레이더는 선물의 움직임 등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요.

해 투자자별 특성에 맞춘 모바일

는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기업을

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편리한 투자 도구를 제공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분위

A 개인이 펀드에 투자할 때 대부분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IT

지원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유안

MTS인

티레이더M과 웹트레이딩시

증권사가 꺼리던 주가 하락 예상

기를 감지하고 사전에 매도 신호

의 증권사가 과거 실적에 기초한

인프라 및 프로세스 등 모든 환경

타증권은 물론, 특화된 서비스를

스템W T S이 포함된 홈페이지

종목도 제공해 투자자가 하락장에

를 내렸습니다. 브렉시트의 공식

추천 위주의 상품 소개에 그칩니

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해 투자

받는 고객까지 모두가 이익을 누

myasset.com도

개편했는데, 기존에

서도 대주매매로 수익을 내도록 했

발표는 6월 24일 현지 시각 오전

다. 온라인 펀드 판매가 활성화되

상담, 상품 선정, 투자, 사후관리

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만 제공

습니다. 셋째, IT를 활용해 고객의

7시(한국 시각 오후 3시)였지만 찬

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 부

등의 투자 행위를 모바일 하나로

표입니다.

되던 티레이더 서비스를 회사 주요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별화

성이 유력해진 시점은 현지 시각

족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코스콤 등 유관 기관에 기대하는

채널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티레이

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

오전 3시 경(한국 시각 오전 11시)

적의 펀드 매수·매도 시기를 알려

Q 스타트업과 공조해 오픈 API 사

역할은 무엇인가요.

더M은 업계 최초로 간편로그인을

신감입니다.

입니다. 당시 티레이더 상장지수

주는 ‘펀드레이더’를 준비하고 있

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

A 오픈 API를 통한 금융 핀테크 사

탑재하는 등 편리한 시스템으로 호

Q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구축할

펀드ETF 자동 매매내역을 보면 코

습니다. 또한 가칭 ‘특화레이더’를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요.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평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업계 최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스피 지수 차트의 급락 시점(오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레이

A 유안타증권은 핀테크FinTech 스

기업과 금융사 간 중개 역할이 필요

초로 전사적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11시 경) 이전인 오전 10시 9분 경

더가 모든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타트업 확산을 위한 오픈 APIOpen

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우수한 아

했는데, 금융권 최초로 국산 솔루

A 바둑은 한정된 공간에서 단 두

선제적 매도를 실행한 것을 알 수

적용되는 범용적 빅데이터 분석 방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서비스를

이디어는 금융사의 이해와 맞아떨

션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 구축으로

명이 대국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수집하

식의 투자 도구라면, 특화레이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

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벤치마킹 문의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투자자들이 서로

거나 분석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

는 투자자의 선호 기법에 따라 투

레이딩 시스템 관련 API는 물론

는 원하는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

Q 로보어드바이저 티레이더는 이제

맞물려 움직입니다. 알파고와 달

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가 부족할

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안

유안타증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티

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핀테크 기업

유안타증권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

리 주식투자의 인공지능 적중률은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된 새로운 투자 도구라고 할 수 있

레이더 2.0의 분석 데이터, 내부적

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어느 금융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로보어드바이

한계가 있습니다. 티레이더도 이

없습니다. 티레이더는 이러한 약

습니다.

으로 준비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사에서 필요로 하는지 쉽게 알 수

저를 출시하면서 담고자 한 가치는

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수많은 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

Q 최근 한 매체 인터뷰에서“유안

의 유용한 투자 정보 등을 열정 있

있도록 오픈 마켓과 같은 핀테크 생

무엇이었습니까.

행착오를 겪었습니다. 2.0으로 업

자가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데이

타증권은‘완벽한 모바일 증권사’
를

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공개해 아

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A 티레이더는 투자 전문가들의 노

그레이드하면서 전문가의 노하우

터를 분석해 객관적 투자 정보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밝

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

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

Financial IT Frontier·2016 AUTUMN

www.koscom.co.kr

11

ISSUE & PEOPLE

World IT

한국 경제 성장의 노하우를
해외에 전수하는 IT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액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만 달러)

6억

사이버 보안
CCTV, 디지털
수사 등 치안 분야

5억3404

24%

5억

4억1928

2014년 2건

558만 달러



4억7521

4억

지능형 원격검침 등
전력 시스템

최근 신흥국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이 앞선 국내 IT 시스템을 배우러 한국을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3억

한국 경제 신화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IT 시스템 분야를 정리해본다.

2억

23%

1억

교통 시스템

3억4212

2015년 8건

3996만
달러

전통 수출 시스템

2203만 달러

732만 달러

조달

특허

글 이호기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기자 사진 한국경제DB
2012년

2013년

2014년

19 %

2015년

자료: 행정자치부

최적화할 계획이다.

부 수출기업 지원포털’을 통해 해

해외 시장 공략하는 국내 기업
전자정부 솔루션을 개발, 구축하며

은 떨어지는 추세다. 전자정부 수

외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성장해 온 국내 대표 시스템 통합SI

스템을 활용해 해외 수출 길에 나선

국(1위)과 호주에 이어 3위에 올랐

출 증가율은 2011년 50%대에서

전자정부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기업들은 해외 수출에서도 첨병 역

다. 포스코ICT는 인천국제공항에

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한했

다. 격년 단위로 발표되는 유엔 전

2014년 이후 10%대로 감소했다.

도 올해부터 15억4000만 원의 예

할을 하고 있다.

구축, 운영하고 있는 수하물관리시

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인도네

자정부 평가는 온라인 서비스, 정

지난 6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산을 마련해 전자정부 해외 협력

LG CNS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도

스템Baggage Handling System, BHS을

시아 자카르타에 설치된 한국·인

보통신 인프라, 인적자본 등 3개

수출협의회가 발족한 건 그래서 고

을 추진하는 각급 기관을 지원할

시철도MRT 지선버스 시스템 구축

해외 공항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후

지수에 각각 3분의 1씩 가중치를

무적이다. 민관 협력 기구인 협의

계획이다. 통상 전자정부 수출은

사업을 수주했다. 말레이시아 역사

하고 있다. BHS는 수하물에 부착

속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센터는

적용, 합산한 수치로 최종 순위를

회는 2018년 전자정부 수출 10억

시스템 현지화를 위해 정부 간 협

상 최대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로 진

된 센서를 판독해 탑승 비행기까지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양국이 함

결정한다. 한국은 이미 세 차례 연

달러 시대로 이끌겠다는 기치를 내

력을 통한 사전 조정·협의 절차를

행되는 도시철도 건설과 연계된 사

자동 이동시키는 종합물류관리 시

께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전자정

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걸었다. 11월 개소 예정인 ‘전자정

거친다. 현지 법률 체계 파악 등

업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20억

스템이다. 포스코ICT는 연간 4000

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자

사전 조사에만 적지 않은 자금이

원으로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다.

만 명 이상 이용하는 대형 공항에

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입된다. 자체 예산이 없는 공공

SK C&C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

맞게 설계된 시스템을 중소형 규모

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

터 등의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바

의 공항에도 적합하도록 바꿨다.

세계가 인정한 전자정부 시스템
전자정부 협력센터는 한국 IT 시스

제기구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

이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

이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의 조

다. 중국 훙하이그룹과 손잡고 충칭

규 공항 수요가 높은 국가에 공급

템 수출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했

정·협의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최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친

한다는 전략이다.

다. 정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베

소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행자

다. 세계 1위 프린터 생산 기지인 이

코스콤,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

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도 전자정

부는 인도네시아 환경정보관리시

곳에서는 2만4000명의 인력이 2조

관기관들의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부 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100

스템(환경부 소관), 스리랑카 한국

원의 연매출을 낸다. 공정 관련 주

진행 중이다. 코스콤과 한국거래소

여 건에 달하는 전자정부 공동 프로

토지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몽

요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 IoT로 연

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자본시장 IT인

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 IT 기업의

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금융위

결하고, 여기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가동식을 열

해외 진출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원회·예금보험공사) 등 10개 사업

분석해 생산 현황, 자재 흐름을 한

었고,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내 시스

을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눈에 살펴 스케줄, 재고 관리 등을

템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 7월 중순 헤르만 수리

계가 인정한다. 유엔이 최근 193개

얏만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부 수출기업 지원센터’와 ‘전자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수출액 늘었지만 성장률은 감소
현재 수출 규모는 늘었지만 성장률

부 공공협력국장을 비롯한 중앙부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영

처 공무원 10명이 한국의 전자정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

12

Financial IT Frontier·2016 AUTUMN

지난 1월 개발도상국가의 금융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 증시 IT를 배우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포스코ICT는 국내 공항 물류 IT 시

www.koscom.co.kr

13

ISSUE & PEOPLE

Hot Keyword

빅데이터
개방과 공유의 균형 조화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금융소외(Unbanked)· 저신
KT경제경영연구소는 한용자(Underfinanced)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고객을
활용과 개
인정보 보호는 양날의 금융
검처럼또는
작용하면서
확산
파이낸스빅데이터
고객으로
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바꾸는
이슈다”라고
했다. 글로벌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등 확산 움직임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

이 예고돼 있다.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보유한 전 업종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기

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도

제정’을 통해 금융 회사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 영역이 다른 사업

록 이용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코스콤은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 ‘케이

주요 사업자와 규제기관 등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

자끼리는 서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를 공유한 다음

공공기관에는 기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발표도 있

파스-타K PaaS-TA’를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

호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데

결합해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서비스

년 6월 말까지 ‘케이 파스-타’를 전면 무료 제공하면서 국

이터 비식별화 기술(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가공한 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내 파스PaaS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스-타는 정

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오픈소스 기반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관계부처와 공동

용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한 비식별화 수준을 제시하고 적

금융보안원은 지난 7월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

의 정부 표준 파스 플랫폼이다. 코스콤은 자사 인프라에

으로 ‘빅데이터 비식별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성 평가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산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

파스-타를 적용해 금융권 최초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

비식별화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금융권은

지원 전문기관 역할을 맡았다. 양사는 지난 8월 개인정보

게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금융권 클라우

폼으로 재탄생시켰다. 케이 파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조

핀테크, 대출 신용평가와 자산관리 상담, 보험 손해율 측

를 확인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 집합물을 합쳐 하나의 정

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

직 생성’, ‘개발 공간 생성’, ‘개발도구·연계 서비스’를 선

정, 고객요구 파악,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등 다양

보 집합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결합 시스템’을

함했다.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

택해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를

한 방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이

구축하고 9월 2일 ‘정보집합물 결합 안내서’를 배포했다.

라우드 이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 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로 한국형 클라우드 산업을

드라인으로 비식별화 개인정보와 식별정보의 구분이 명확

9월 9일에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

리적 망 분리 등 규정 예외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고객정

활성화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클라우드 저변 확대와 기

해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

최해 비식별 조치 정보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보 처리와 무관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금융 회사가 클라우

술을 공유하며 클라우드 플랫폼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

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

을 설명했다.

드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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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자본시장 IT 혁신
미생인가, 완생인가
자본시장은 오래전부터 다른 어떤 금융업에 비해 대규모 IT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였다.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IT 혁신의 중앙 무대를 차지할 만하다. 해외
자본시장은 새로운 차원의 레이턴시Latency 경쟁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안전하고
효율적 거래,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자본 투자 성과 향상 등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은행, 카드사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이들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한국 자본시장 IT 혁신은 어떻게 방향키를 잡아야 하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현황

(단위: 십억 달러)

5
4
3
2
1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년)
자료: CB인사이트

포브스 선정 50개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역별 현황
은행업

4
9

지급결제 서비스

10

대부업

2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기타

4

자료: 포브스닷컴, 2015

* 선정 방법 : 핀테크 기업 300개 중 150곳 이상의 CEO 및 설립자를 인터뷰하고 핀테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함.
* 리스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최근 보험과 부동산 분야가 새로운 핀테크 혁신 분야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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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Issue

자본시장 IT, 맥락(脈絡) 있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때

중국어로 쓰인 딤섬 주문표를 보는 것 같
더라”고 푸념했다. 이는 딤섬 종류는 많은
데 속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모르고 주문해

금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3년

CEO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들은 기존 금

융 서비스의 빈틈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혁신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었다.

야 하는 상황, 옆 테이블의 것이 맛있어 보

사례로 든 친구들이 대표성을 갖지는 않지

여 같은 것을 골랐는데 맛이 형편없는 경

만 그런 푸념을 섬세함으로 해결해주는 비

다른 어떤 금융업보다 대규모 정보기술IT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를 가진 자본시장. IT 혁신의 거센 바람 속에서

우도 많다는 비유일 것이다. 친구들이 건

즈니스가 핀테크다. 난해한 금융상품 구

자본시장 IT 혁신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 분위기다. 현실 가능한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네는 말에 할 말이 없었지만 동시에 자본

글 김흥재 코스콤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장의 기술 혁신 방향이 어디에서 출발해

2016년

조, 번거로운 이용 절차, 경쟁에 비해 차별
화되지 않는 서비스 등 점으로 존재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었다.

많은 빈틈을 선으로 이어 맥락으로 만들

과거 수년은 내부 시스템의 경쟁이었고,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나 값싼

임을 바꿀 만한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했

향후 수년은 고객 접점에서 지금까지와 다

기술을 찾아 배치한다. 머신러닝이 유행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다. 이자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낮은 금

른 차원의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보

니 ‘우리도 일단 어디든 찾아 적용하자’와

거래량

리, 노후 대책이라기엔 미흡한 국민연금,

다 더 친절하고 섬세한 로보어드바이저RA,

금융산업의 순수익 성장률

고객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살지 고민하니

로 숫자를 써 내려가는 직원 누나와 종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온라인투자자문 및

2005~2010년

이를 위해 머신러닝을 택하자는 두 방식에

에 가격을 적고 창구로 달려가 주문을 넣

아파트 한 채 가지기 어려운 요즘이다. 여

증권사 중립적 트레이딩 서비스 등 투자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는 어른, 점심시간이면 모두 나가 칼국수

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재테크로 주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오픈 APIOpen

현실은 다르다. 한정된 자원으로 목적 없

를 먹고, 칠판 뒤 작은 사무실에서 몽당분

식투자를 선뜻 주변에 권하는 경우가 드물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이 시작된 기술 혁신은 더 좋은 기회와 시

고, 자신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은 이

널 시스템 개방도가 기술력과 신규 투자자

증권사 지점 풍경은 일정한 시간마
다 나오는 시세방송을 듣고 칠판에 색분필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2억4887

1980년대 초 아버지를 따라 간 명동

필을 한 움큼 얻어 오는 여유가 있던 모습
이었다.

산업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봐

등을 활용한 채

흡수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간을 잃을 수 있다.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
2011~2015년

시작도 어렵고, 시작해도 잦은 외압에 시
달리게 된다.

도 무방하지 않을까.
얼마 전 월급쟁이 친구들과 재테크에 대해

현실적인 기술 혁신 프로세스

글로벌 금융사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

딱히 기술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던 자

얘기하던 중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기술 혁신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당

말로 스타트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

파악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

장 금융투자사에 필요한 기술만 봐도 클라

인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예·적금,

우드 컴퓨팅, 바이오 인증, 블록체인, 오픈

융사마다의 독특한 색과 스토리를 만들고

천재들을 동원해 알파고 못지않은 알고리

대출, 보험, 증권, 카드, 연금 등을 일일이

뱅킹, 머신러닝 등 적지 않은 인력이 최소

호흡이 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2~3년

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는 첨단 산업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손안

수개월은 연구해야 실체를 파악하고 뭔가

후에 일반화가 예상된 첨단 기술을 혁신의

으로 변화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에서 해결되는 요즘 변변한 개인 재무관리

흉내 낼 정도로 만만한 것이 없다.

도구로 정한다고 장기 플랜이 마련되는 것

도 오른 <플래시 보이즈Flash Boys>(마이클

애플리케이션도 없다는 것 역시 시대에 어

그러나 국내 금융사 IT 조직은 기술 개발

울리지 않는다. 제법 돈을 모은 친구가 우

에 매진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스템 유지

스갯소리를 했다. “어느 금융사에서 제공

보수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벅

하는 재무 진단 앱에서 날 대책 없이 사는

차다. 글로벌 금융사의 IT 인력만 보통 회

사람으로 진단하더라.” 아마 해당 금융사

사당 1만 명에 이른다. 종종 고작 4~5명이

의 보유 계좌만을 대상으로 진단했을 것이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는데

는 시대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 무한의

다. 다른 친구는 “주식에 좀 투자하려고 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할 수

속도 경쟁은 이제 일상처럼 돼 버렸고 또

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메

있다.

다른 차원의 경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뉴만 50~60개가 넘고, 대체 이 금융상품

성공한 핀테크 스타트업 통계를 보니 30

이 뭘 사고파는지 알 수가 없더라”며 “마치

대 말~40대의 금융사 출신 최고경영자

본시장이 지금은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시장을 분석하고 주문을 내기 위해 컴퓨터

루이스 지음)는 이 같은 자본시장의 기술
경쟁을 잘 그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속도

1억1955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 혁신의 방향

2014년

2015년
(단위: 만 주)

경쟁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 수
익을 만들어주진 못했지만 경제 성장이 정
체된 요즘 금융사들이 부를 만들어낼 수 있

성장이 멈춘 듯한 때 인류는 항상 패러다
18

Financial IT Frontier·2016 AUTUMN

MTS 하루 평균 기준
전체 코스피 거래량의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클라우드
컴퓨팅
▼
정부 210억 원 별도 사업
미국 사이버보안 예산

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스타트업처럼 금

은 아니다. 장편영화의 결말은 누구나 감
동 있게 그릴 수 있다. 결말을 보기까지 이
어지는 중간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더 어
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술혁신의 첫걸음
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부
터 저 끝의 고객까지 이어지는 선을 만들
고, 그 선에 어떤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

미래 유망 직업 10
자료: 2017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안·코트라·가트너

는지를 찾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들을 결합, 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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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IT의 현실과 혁신 방향
한국 자본시장 IT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한국의 자본시장 IT 기술 역량의 현 수준을 짚어보고
미래를 위해 확보해야 할 기술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사진 김기남 기자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기술인 ‘지원적 IT’에 머물렀다. 아이디어 기반의 IT 기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술로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혁신적 IT’에 대한 관심은

문화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IT를 지원

중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명을 의미하는 ‘핀테크’는 금

기술로 활용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만 혁신적 측면의

융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끌고 있다.

IT를 개발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핀테크는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IT 기업들

그렇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IT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

이 새롭게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는 지금, 침체에 빠진

일까. 혹자는 우리 증권시장이 전산화되고 모바일로

국내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비즈니스 모델이

주식거래를 하므로 국내 IT 기술 수준이 뛰어나다고

다면 큰 오산이다. ‘혁신적 IT’에 얼마나 접근했는지가

의 생존은 보장할 수 없다. 기존 자본시장 기업, 즉 증

다.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결제 규모의 성장에 힘입어

말한다. 하지만 이는 지원적 IT가 발달했을 뿐이다. 누

중요하다. 핀테크 측면에서 자본시장 IT를 바라보면

권사나 보험사는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핀테크 투자 규모는 지난

구나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IT 기술

아직 갈 길이 멀다. IT 기술이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을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어

5년간(2010~2015년) 3배 이상 성장했다. 미국, 영국,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자본시장 IT가 발달했다고 생각한

변화시킨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규모는 작아도 기술력을

중국 등에서는 기존 금융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인큐베

지원적 IT와 혁명적 IT의 사례를 우리는 보더스Borders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인수·합병M&A을 통해

이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단순

의 몰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

혁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글도 경쟁력 있는 신생

로 하던 대형 서점 보더스는 혁신적 IT 기술을 가진 인

기업을 M&A 하면서 성장해 왔다. IT가 금융 변화의

터넷 서점 아마존Amazon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보더

핵심이 되는 것이 핀테크 시대다. 지원적 IT에 머물러

스도 업무 자동화를 위한 IT 기술, 즉 지원적 IT가 있

있는 한국 자본시장은 혁신적 IT로 사고 전환이 필요

기반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로 책을

하다.

도 자본시장 IT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

추천한다든지,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만, 국내 자본시장 IT는 세계 시장을 따라잡기에는

다양하게 제공하는 혁신적 IT 기술을 선보였다. 시장

국내 자본시장 IT의 현실

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만약 보더스가

국내 금융IT는 네트워크 통신 분야는 발달했지만 다른

처음에 아마존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

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기

술을 도입했거나 합병했다면 보더스는 여전히 막강한

술 기반의 자산관리, 빅데이터 분석은 아직 많이 부족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경제 이론이나 트렌드를 중요

기업으로 존재했을지 모른다.

한 실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증권가에서 많이

하게 여기고 IT를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다. 즉,

우리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을 뒤흔들 혁신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적 IT 기술로 무장한 기업이 등장한다면 기존 기업들

역량을 보유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현실화된 자산관리

히 정보기술IT 업체와의 제휴를 넘어 금융 영역의 화학
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그 나라의 특성을

오픈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예시

자산관리 앱

통합 자산관리 앱

그 규모나 속도가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원적 IT vs 혁신적 IT

업무를 자동화해 편리하게 해주는 노동력 기반의 I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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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사의
자산관리만 가능

통합 자산관리
API

다수 금융사의
통합 자산관리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통’ 자료

자본시장발전협의회가 지난 6월 개최한 ‘2016 한국자본시장컨퍼런스’. 자본시장은 물론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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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하고 보유하기는

지원적 IT 기술

혁신적 IT 기술

어렵다.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필
요한 기술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오
픈 플랫폼’ 연구다.

Tech-support

바일 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

새로운 기술을 독자적으

일의 방식을 혁신하라

제3차 산업혁명 기술

Innovation-Tech

‘노동력 기반의 IT 기술’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아이디어 기반의 IT 기술’

현재 오픈 플랫폼은 핀테

자본시장 기업의
CEO들은 IT 부서를
지원 기능에만
활용하지 말고
기업의 미래를 기획하
는 핵심 기획부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비스SNS처럼 증권사의 고객들을 하나로 묶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로Toro라는 투자사는 ‘잘하는 사람 따라 하기’라는 커
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양질의 투자 방법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뉴스나 노하우를 공개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자본시장 IT도 소셜네트워크를 구성

크 기업이 접속해 증권거

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주고 그 안

래 정보 등을 제공받는

에서 고객들이 계속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동할

일방향 방식이어서 적극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다. 단순히 거래

적인 참여와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신생 핀테크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사회화

기업,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이 플랫폼에 탑재되고

socializing할지

증권 회사들이 신생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활용할 수도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IT 기술, 데이터 측면

있는 양방향 교류가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확장돼야

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질 좋은 정보를

한다. 자본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본시장 기업들이 갖

서도 서로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

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IT의 미래 경쟁력

또 한 가지 앞으로 자본시장의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이 될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앞선

고민해야 한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어드바이스 사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신용정보

등이 중요한 기술로 각광받을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즉, 혁신적 IT를 적용해야 한다. 예전에 지원적 IT 기

디지털 인프라, 적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와 새로운

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은 국내에서도 코스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장외주식

반에서 일하던 방식은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기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소위 얼리어답터 문화를 갖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결정하거나 고객의 자산

거래 등을 시도하는 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할 때 요청 항목을 공고하고 관련 기업들이 제안하면

췄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관리에 도움을 주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사례도 없다고

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R3CEV라는 협의체는 표준화

그중에서 가장 나은 안을 선택했다.

핀테크 기술이 구현되고 사용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

본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방향에 대해

를 시도하고 있고, 국내 몇몇 은행도 가입한 것으로 알

혁신적 IT는 최종 목표를 주되 별도 요청 항목을 주지

다. 혁신적 기술을 빨리 도입하면 해외에서 미처 적용

서는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보유나 적용은

려졌다.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도 자체 움직임을 보이

않아 참여 기업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개발할 수도 있다. 2년 앞선 자

다른 문제인 것이다.

고 있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분야이기

일한다. 예를 들어 비대면 인증이 필요할 경우, 특정

본시장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술을 내다보고

무엇보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

때문에 국제표준화나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 하며 협의

기능을 구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인증

체험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성공할

발R&D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 경

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내 협의체 구성에도 관

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보라는 방식으로 요청해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하기도 비교적 쉽다

제 분석 측면에 치우쳐 R&D를 추진해 왔다. IT 측면에

심을 보여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라도 협의체를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

는 것도 장점이다.

서는 구축된 기술을 활용하기만 했지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이후 해외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을 얻고자 할 때는 일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

학교나 연구 조직과 산학협력을 통해 직접 개발하는

제 IT 부서를 지원 기능에만 활용하지 말고 산업 분야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미 구축된 IT 기술을 가져다 쓰

혁신을 위한 제안

2년 앞선 자본시장 만들기

와 기업을 함께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핵심 기획부서

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그렇다면 한국 자본시장 IT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일반적으로 핀테크 분야의 성공 요소를 ‘소셜’, ‘테크놀

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IT 전문가들이 회사의 미래를

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어떻게 자본시장에 이용할

움직임이 필요할까. 미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공지

로지’, ‘데이터’ 3가지로 본다. 그중 소셜적 측면에 대해

기획하는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과

살펴보자. 기술적 흐름이 큰 줄기를 이루지만 비즈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앞으로 자본시장 IT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규모를 갖추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스 측면에서는 소셜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 단순히 모

조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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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B인사이트

1992년 미국 CME그룹이 글로벌 거래소 중 최초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건도 HFT와 연계된

지급결제, 상점 인수금융 등 은행업과 연계된 간접 금

로 공개발성호가open outcry 방식 대신 전자거래

것으로 알려졌다.

융 투자는 성장률이 낮다. 반면 자산관리, 트레이딩,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본

HFT와 관련한 부정적 사건들이 반복되며 미국과 유럽

ECM, DCM 등 자본시장과 연계된 직접 금융 투자는

시장 IT는 빠르게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 정보기술IT

의 감독당국은 HFT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성장률이 매우 높다.

의 발달과 대체 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의 등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자가 SEC 또는 CFTC에 사전

먼저 글로벌 자본시장 IT 환경은 블록체인 기술을 필두

장으로 전자거래 플랫폼 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

에 등록해야 한다. 유럽도 2018년 MiFIDⅡMarkets in

로 플랫폼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로벌 거래소들은 앞 다투어 매매 체결 시스템의 주문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Ⅱ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이를 대

처리 속도를 낮추고 주문 처리 용량을 확대하기 시작했

고빈도 거래자들이 감독당국에 반드시 사전 등록하고,

조해 거래의 위변조를 막는 원천기술로, 분산원장이라

다. 낮은 주문 처리 속도와 함께 대용량 주문을 처리하

주요 알고리즘의 보고 및 오작동에 대한 대응 방안 준

고도 불린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원장관리 기술보다

는 것이 자본시장 IT의 목표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자본

비를 의무화했다. 최근 미국 SEC가 MiFIDⅡ 시행에 맞

효율성, 보안성, 안정성, 투명성, 확장성이 우수해 금융

시장 IT의 노력에 힘입어 마이크로 초micro second 단위

춰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IT 전반에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화폐

의 낮은 응답 지연 속도와 함께 초당 수만 건의 주문 처

낮은 응답 지연 속도를 목표로 했던 자본시장 IT 수요

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리가 가능해졌다. 자연히 이를 이용한 알고리즘 기반의

는 다소 위축되고 있다.

활용한 대표적인 응용 사례다. 이후 송금, 기관 간 지급

고빈도 거래High Frequent Trading, HFT가 빠르게 증가했다.

결제, 등기, 경매,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

그러나 2010년 5월 6일 미국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사태 이후 HFT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며 낮은

블록체인 기술 필두로 플랫폼 혁신
로 레이턴시low latency의 혁신이 다소 늦어진 대신, 글로

응답 지연 속도를 위한 경쟁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당

벌 자본시장 IT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나타나고 있

도가 높다. 미국 나스닥 그룹이 2015년 말 블록체인 기

시 다우존스 지수는 10분간 10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자본시장에서 플랫

술을 활용한 장외주식 발행·거래 플랫폼인 링크Linq를

등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맞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폼 혁신이 시작됐으며, 인공지능 기술AI을 활용한 콘텐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장외증권을 거래하는 경

SEC와

츠 혁신도 활발하다. 또한 전자거래 플랫폼의 적용 범

우,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반드시

펀드ETF 차익 거래를 수행한 HFT 거래자들이 유동성

위가 장내시장에서 장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행해야 하며, 최종 결제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공급을 멈추면서 주가지수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

실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요됐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링크 플랫폼에서는

전통적인 은행업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거래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청산, 결제, 예탁에 걸리

빠르게 늘고 있다. CB인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소매

는 시간을 1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동 조사 결과, 상장지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도 HFT의 영향으
로 페이스북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됐으며,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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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영국의 핀테크 육성 기업 엑센트리 서울 출범식.
로드 메이어 영국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보다 자본시장 IT 분야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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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외채권·장외파생 영역의 블록체인 활용

중국 스타트업 펀드의 연도별 조성 규모
(단위: 억 위안)

1조6000

기업명

구분

블록체인 활용 내용

오버스톡

온라인 쇼핑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2500만
달러 회사채 발행

옥소니

블록체인 개발사

메릴린치, JP모건, 마르키트 등
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CDS
거래 플랫폼 출시

나스닥

장외주식시장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발표

DTCC

증권중앙예탁기관

기존 예탁 플랫폼, 블록체인
활용해 개선 계획

8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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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롬버그

바이오 편중 심해지는 한국의 민간 벤처 투자
(단위: %)

ICT 서비스

20.5

19.3

17.1
바이오

15.2

ICT 제조

7.0

인공지능 기반의 투자 플랫폼 단계
1단계

투자자의 위험 성향 파악

2단계

금융투자상품 위험 분류

3단계

위험 성향에 맞는 모델 포트폴리오 매칭

4단계

주문과 동적 자산 배분 수행

4.4
2015년

2016년 상반기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에서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사장(왼쪽 두 번째)이 디지털 기술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콘텐츠 혁신
다음으로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콘텐츠

준다. 예를 들어 특정 키워드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

플랫폼 사용이 의무화됐다.

식거래의 수요가 늘고 있다. 2015년 말 나스닥그룹이

글로벌 선진 거래소들은 장

미국 최대 비공개주식 유통 플랫폼 중 하나인 세컨드마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스마트 리서치

분석하고, 해당 뉴스가 나오는 시점과 함께 최적 투자

외파생상품 중개 회사의 지

켓을 인수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분석 등이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혁신을 대표한다.

판단을 알려준다. 증권사의 리서치 분석을 인공지능이

분 인수 등을 통해 장외파

자본시장 IT는 로 레이턴시 혁신에서 플랫폼 혁신과 콘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로 하면서 온라

대체하는 것이다. 취합 가능한 과거의 모든 정보를 사

생상품 시장의 전자거래 플

텐츠 혁신으로 바뀌고 있다. HFT에 대한 규제 환경 변

인으로 금융 자문을 받거나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업무

용해 계량화된 기법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강화된

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

화로 주문처리 속도를 낮추고 주문처리 용량을 확대하

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을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이 수행하는 리서치 분석

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려는 IT 수요는 줄고 있다. 그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로보어드바이저는 최소 가입 금액이 낮고, 수수료 또한

보다 소요 시간은 현저히 단축되고 분석 능력 또한 크

모회사인 ICE그룹은 2015

통한 플랫폼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혁

매우 저렴하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서

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년 장외 전자거래 플랫폼

신이 자본시장 전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회사로 유명한 트레이포트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성장 잠

를 인수했으며, 도이치증권

재력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의 트

거래소그룹도 2015년 말 외

렌드에 맞추어 장외주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관 간

어가 뉴스로 등장했던 시점들의 수익률과 위험 패턴을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위험 조정 성과
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영국뿐 아니라 홍

자본시장 IT는 로
레이턴시 혁신에서
플랫폼, 콘텐츠
혁신으로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플랫폼
혁신도 자본시장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콩, 일본 등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서

장외시장으로 확대되는 전자거래 플랫폼
전자거래 플랫폼의 적용 범위는 장내시장에서 장외시

비스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증권시장 중 가장 규모가

환 전자거래 플랫폼 회사로 유명한 360T를 인수했다.

지급결제, 예탁, 전자투표 등 자본시장 분야에서 블록체

로보어드바이저와 함께 스마트 리서치 분석도 인기를

큰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전자거래 플랫폼의 사용이

장외파생상품 시장뿐 아니라 장외주식, 장외채권 분야

인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플랫폼 혁신

끌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켄

활발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도드-프랭

도 전자거래 플랫폼 사용이 활발하다. 산업구조의 변화

과 함께 콘텐츠 혁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빅

쇼Kenshou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자연어 처리를 기반

크법Dodd-Frank Act, 유럽의 유럽시장인프라규제EMIR 등

로 대규모 자본조달을 통한 설비투자 수요는 줄고 있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정보 분석, 사물인터넷의

으로 금융시장의 리서치 분석을 수행하고, 강화된 학습

이 시행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중앙청산소

다. 그 대신 소액 자본으로 지식 서비스 기반의 투자 수

크라우드 정보 기록, 지적재산권 거래 시장, 온라인 투

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판단을 제시해

CCP,

요가 늘면서 크라우드 펀딩, 벤처 지분 거래 등 장외주

자자 교육 등도 콘텐츠 혁신의 기대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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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우버 모멘트에 직면하다

인 플랫폼에서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개인 간에 필요 자

금융사를 거쳐야만 했던 기존의 금융 디지털화와는 달리, 최근 핀테크는 소비자들 간에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한

향후 전망은 밝다. 영국의 다국적 회계컨설팅 그룹 프라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우버 모멘트Uber Moment’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P2P 대출 규모가 오는

글 황광석 EY한영 어드바이저리 상무

2025년까지 1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사에서 IT 기업으로

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는 2005년 영국의 조파

골드만삭스의 이유 있는 변신

가 처음 시작했다. 이후 미국의 렌딩클럽, 프로스퍼 등
이 P2P 대출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들
의 현재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1% 미만에 불과하나

자본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이
미 우버화가 진행 중이다. 바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
해서다. 과거 자동화 매매와 다른 점은 딥러닝과 머신
러닝이 더해져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주기적으로
핀테크, 우버화로 대변혁의 기로에 서다

P2P 대출과 로보어드바이저로 보는 자본시장의 우버화

데이터를 수정하며 실수를 자체 분석해 자산 손실을

최근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화두는 ‘우

시티그룹이 2016년 3월 발표한 ‘디지털 파괴’에 따르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로

버화Uberization’다. 이는 정보기술IT의 새로운 트렌드인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의 지급

보어드바이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온 디맨드on demand’ 서비스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결제 및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에서 유래된 신조어다. 우버

시티그룹의 디지털 전략 최고책임자인 그렉 벡스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리밸런

화의 핵심은 ‘전문 자격증 있는 중개자 없이’ 수요자와

“디지털 혁명은 기업에서 소비자로의 힘의 이동을 뜻

싱한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밝다.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돼 재화와 서

하기에 핀테크 신규 진입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목

시티그룹의 <디지털 파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

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표가 리테일 금융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말

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200

금융시장의 우버화는 그간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한

한다.

억 달러로, 아직까지는 자산관리 자문·운용 부문의 틈

전통적인 중개 산업으로 여겨지며 높은 진입 장벽에

P2P 대출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온라

새시장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우리는 IT 기업이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이 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골드만삭스의 모습을 요약했
다. 그는 “골드만삭스의 정보기술 부문 직원이 페이스북의 IT 직
원보다 많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T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업에도 투자했고 P2P 대출 업체에도 투자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3년 연속 정기 주주총회를 실리콘밸리와 가
까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개최하며 IT에 강점을 가진 금융사
임을 시장에 알렸다. 기업의 DNA 자체를 ‘금융사에서 IT 기업’
으로 전환하려는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골드만삭스는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향후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
은 IT 기업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
를 보유한 기업 투자 순위에서도 주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을 제치고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행보
▶이 중 핀테크 산업이

2009~2015년 7월
IT 관련 기업에 투자

132건

급성장한 2013년 이후



투자 77건
▶지급결제와 빅데이터
분석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중심으로 점차 중요한 자문·운용 수단으로 자리 잡을

둘러싸여 있던 금융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기존 택시 산업

것이라 예상한다. 대표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인 미

통해 연결되면서 금융사의 간접 금융 기능 및 역할이

을 위협하는 현상을 빗댄 용어.

국의 베터먼트, 웰스프런트 등에 이어 글로벌 자산운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버화한 금융시

신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 체

용사 뱅가드, 온라인증권사 찰스스와프 등도 로보어드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다.

제가 변화하거나 위협받는 순간을 의미한다.

바이저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미국 경제학자 클라이튼 크리스텐슨은 1997년 저서

폼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거래하기를 선호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

<혁신 기업의 딜레마>에서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통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 산업에서 힘이 소

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업무 수행 및 인력 대

해 시장을 창출해 지속적 혁신이 주류를 장악하는 기

비자에게로 이동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미국의

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기존의 택시가 아닌 새로운

우버화를 장착한 핀테크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 전체 은행 이익의 7%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의

형태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낸

금융시장의 ‘파괴적 혁신’이 아닐까.

이익이 기존 은행으로부터 핀테크 기업으로 넘어갈 수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우버화’는 기존의 대면 채널

올해 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있다고 추정했다. 1994년 빌 게이츠는 “은행 업무는 필

이 아닌 모바일을 주요 채널로 해 모바일 환경 내 플랫

예정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변해야 산다는 인

요하지만 은행은 필요치 않다”고 단언했다. 20여 년이

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도록 돕는다.

식 또한 팽배하다. 앞선 디지털 인프라와 IT 기술력

지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핀테

P2P 대출을 예로 들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자

을 보유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약

크와 우버화로 대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을 기대한다.

점에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 이후의 금융소비자들은 연결 접근성이
뛰어난 실시간 시스템은 기본이고, 비용 절감, 강화된
보안성 등 소비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장착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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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핀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산업 특성상 어떤 금융 산업보다 핀테크
혁신의 잠재력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 분야의 핀테크만을 다룬
자료는 많지 않지만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자
본시장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자본시장 IT 현황
글로벌 유망 핀테크 기업 현황
금융권역

아·태

자본시장(금융투자업) 47개 핀테크 기업 업무별 현황

(단위: 개)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단위: %)

총계

은행업

0

2

0

7

0

9

금융투자업

4

27

0

16

0

47

지급결제

0

3

0

0

0

3
31

투자중개

자산관리

14

보험

3

13

0

14

1

대부업

3

5

1

5

0

14

빅데이터

1

8

0

13

0

22

기타

2

3

0

4

0

9

총계

13

61

1

59

1

135

크라우드 펀딩

9

10

기타 부수업

14

자료: AWIㆍKPMGㆍMFSC(2014년), 핀테크시티(2015년), 데이터폭스 웹사이트

2015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국가별 투자 금액
1위 미국

금액

222억 6500만
달러 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위 영국령
버뮤다

새로운 거래를
122억1000만 달러
창출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금
건수
667건
융소외(Unbanked)·
저신용자(전년 대비 16% 증가)
건
1108
(전년 대비 약 30% 증가)
(Underfinanced) 고객을 금융 또는
파이낸스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 투자

20억 달러

3위 중국

19억7000만 달러

4위 인도

16억5000만 달러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핀테크 투자 건수

주요 지역 투자 상승 추이

(단위: 건)

94

북미

2013년
8900 만 달러

5배
2015년

4억9600만
달러

148억 달러 투자
(전년 대비 44% 증가)

62

유럽

120% 증가
(전년 대비 투자 건수는
51% 증가)

아시아태평양

43억 달러 투자

15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

자료: 액센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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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혁신 기술의
등장, 금융IT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 충격,
이제 겨우 시작이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Opinion

Symposium

Policy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활용,
기술이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회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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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API 교류 가능한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스테판 레먼
영국 핀테크 산업,
금융 인프라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급성장

‘PaaS-TA’로
클라우드 시장이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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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혁신 기술의 등장,
금융IT에 미치는 영향

금융IT 최근 트렌드 변화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

라 코어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
핀테크

인공지능

인다. 실제 일부 선도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미들
웨어를 OSS로 전환하거나 신규 구



국내 많은 금융기관이 메인 프레임 기반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 빅뱅 방식의 차세대 시스템을 경험했다.

블록체인





축하는 시스템에 전격적으로 x86/
리눅스와 OSS를 채택하는 사례가

최근 차세대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기관들은 다양한 정보기술IT 및 트렌드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늘고 있다.

‘포스트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보완을 준비 중이다.

▶개발 및 운영 방식

글 김홍근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상무

2010년 전후

2013년

2015년

2016년

이미 대형 차세대 구축에서 검증된
MDDMode Driven Development 도입이
필요하다. MDD 방식은 서비스·컴
포넌트화를 기반으로 하는 CBD 방

하는 데 머물러 있다. 가까운 미래

케 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식을 자동화 및 단순화된 개념으로

괴적 혁신을 통한 금융의 근본적

영역별로 바라보는 금융IT의 미래
▶채널계

에 스마트폰은 정보 교환의 허브

▶코어

설계할 수 있게 하고 모델에서 산출

존 차세대 시스템의 단순 업그레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금

고객 접점이 영업점 기반의 오프라

역할을 하고, 음성과 자연어를 인

코어는 서비스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물과 프로그램 소스를 자동 생성하

드를 넘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전

융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다. 매년

인 채널 및 개인용 컴퓨터PC 중심

식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이 인

수직적 엔드 투 엔드end-to-end 구조

기 때문에 산출물 현행성이 보장되

제로 한다. 2010년 이후 급속도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반의 혁

의 온라인 채널에서 스마트폰, 태

터페이스를 대신하며, 웨어러블을

속에서 패키지형으로 제공되는 기

며 시스템 가독성과 품질이 탁월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

신 기술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

블릿 등 모바일 채널로 급전환되고

비롯한 사물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

존 모습에서 벗어나 기능을 최소

다. 이미 다수의 대형 차세대 프로

의 비즈니스가 기능 중심에서 고객

향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포

있다. 모바일은 기기의 개인화와

는 포스트앱PostApp 시대가 도래할

단위로 분할하고 재구성하는 방식

젝트를 통해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

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

스트 차세대를 포함해서 금융IT의

이동성이 장점이지만, 현재는 애플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기관

으로 컴포넌트화해 변경하기 쉬운

에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유지보

해졌다. 이런 변화는 개인화를 통한

미래를 논할 때 연계해 검토해야

리케이션 중심으로 정형적인 정보

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3자에게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기능

수 효율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영향력이 강

하는 필수 요소다.

와 기능에 한정된 고객경험을 제공

공개하고 대규모 고객(금융기관의

을 코어로 통합하는 기존 모습과

지화가 필요한 금융기관은 도입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서드

달리 단순화를 통해 본연의 서비스

볼 만하다.

파티 파트너와 서비스를 연계해

만 남기고 고객, 상품 등 공통 기

고객 접점의 무한 확장을 가능케

능은 디지털 허브로 분리할 필요

금융기관이 새로 구축하는 포스

하는 오픈 API 플랫폼도 고려해야

가 있다.

트 차세대 시스템은 비즈니스를

한다.

▶정보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중요 시스

▶디지털 허브

기존 코어 뒤에서 데이터를 모아 분

템이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채널 프로세스를 쉽게 조립할 수 있

석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실시

의 IT 요구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도록 BPMBusiness Process Manage-

간 기반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충족시켜야 한다. 포스트 차세대

Rule Engine,

이벤트 처리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

시스템 구축이 디지털화를 기반

MCA 인프라 기반 위에서 금융거래,

행동 기반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어

으로 한 최신 IT 기술과 시장 변

영업·마케팅, 핀테크 서비스를 신속

야 한다.

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글로벌화

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IT 인프라와 개발 및 운영

및 비용 효율화에 적합한 모습으

관점에서는 고객과 상품 정보를 통

인프라 아키텍처 환경은 x86/

로 추진돼 금융 산업의 미래 10년

합 관리하며 코어, 계정계, 단위 시

OSSOpen Source SW 확대가 예상되는

을 지혜롭게 대응하는 기반이 되

스템 등에 일관된 정보 공유를 가능

데 x86은 현재도 채널계뿐만 아니

기를 기대한다.

금융 산업, 근본적 변화 예고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은 기

존 금융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파

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 산업은 해외 진출을 본
격화함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 가능

포스트 차세대 관점의 미래 금융 아키텍처

한 IT 시스템이 요구되고,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빠른 대응, 고도의

채널

모바일, 사물인터넷

스마트 에이전트

오픈 API

차별화

핀테크 허브

유연화
통합

유통

정보 분석 역량, 그리고 긴밀한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민첩성
agility

디지털 허브

금융 서비스 허브

마케팅 허브

확보가 관건이다. 포스트 차

세대 시스템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제조
코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모듈화

를 충분히 수용하고 담아내는 변화
와 혁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보계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
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

실시간 DW

분석 DW

빅데이터

지능화

인텔리전스
& 인프라
인프라

X86, OSS, 클라우드

보안

모델주도형

효율화

명의 이해’를 주제로 다루면서, “기

ment ,

BREBusiness

자료: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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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고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제조 경쟁력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도화될수록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그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역량은 무엇이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몇몇 기업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글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 한국경제DB

제프리 이멀트 GE 회장이 GE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량이란?

던 소프트웨어 인력을 2015년 3만

면 안 되지만 후발자에게도 기회

라는 가상공간에 실제 엔진 모형

세계 매장과 물류, 소비

지난 6월과 7월 삼성은 그

6000명으로 3배나 늘리면서 국내

가 있다는 의미다.

을 만들고 센서로 항공기 장비와

자를 하나로 연결

룹 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되돌

소프트웨어 인력을 싹쓸이 하다시

이렇게 보면, 삼성이 못한다고 고

항공사 시스템에서 다양한 데이터

하는 물류 시스

아보는 사내 방송을 전 계열사 임

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백한 소프트웨어의 역량은 제품

를 수집하면 기존 진단 방식으로

템과 결제 시스

직원에게 생중계했다. ‘삼성

지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은

개발 역량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는 알 수 없는 항공기 운항의 방해

템을 구축, 소셜

SW경쟁력백서’와 ‘우리의 민낯’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고를

네트워크서비스

라는 방송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생명주기가 짧으며

내는 역량, 그리고 이를 시장 경쟁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쌍둥이는

SNS

소프트웨어가 제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의 지식은 코드화되고, 매

에서 지켜내고 새롭게 재생산해내

GE가 개발한 운영체제인 프레딕

사 커뮤니케이

핵심으로 등장했으나 정작 삼성은

뉴얼 형태로 학습, 이전, 공유된

는 역량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스Predix 내 구축돼 있으며 항공,

션 시스템을 바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부족하

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발전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직원들이 바로 소통하도

고,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알고리즘은 응용 범위가 광범위하

100년 기업 GE의 산업 인터넷

로 확장되고 있다.

록 했다. 손쉬운 소통으로 여러

줄 모르니 설계가 엉망이며, 기초

게 확장되고 있어 기술의 성숙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단순히 소프트

이제 GE는 애플, 구글과 경쟁하는

부서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 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물류

설계가 부실하니 작은 개선도 어

포화보다는 진화와 창조가 빠르게

웨어의 개발 역량만을 의미하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GE의 경쟁

의적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이를

기업으로 변신했다.

렵다”는 내용이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혁

않음을 잘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우위도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서 플

기반으로 본사, 매장, 제품, 재고

그간 국내 산업계는 소프트웨어를

신론에서 보면 명시적 지식이 매

제너럴일렉트릭GE이다. 에디슨이

랫폼에 기반을 둔 산업 인터넷의

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마이다스아이티의 역동적 혁신

컴퓨터 기계장치 같은 하드웨어를

뉴얼 형태로 돼 있어 모방이 쉽고,

100년도 전에 설립한 GE는 한때

생태계 리더십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했다. 이제 고객은 휴대전화를

마이다스아이티는 구조해석을 전

작동하는 운영체제 등 알고리즘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출현 빈도

잭 웰치에 의해 금융 기업으로 변

통해 재고 유무 상황을 파악하고,

문으로 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

로 이뤄진 제어 프로그램으로 이

가 높아 완성도 높은 기술이더라

신했으나 제프리 이멀트에 의해

패션 기업 올세인츠의 디지털 전환

올세인츠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업이다. 구조해석 소프트웨어는

해하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도 시장 지배력은 길지 않다. 언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 중이다.

영국의 올세인츠All Saints는 전통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전문 사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시

능력이 소프트웨어 역량이라고 이

든지 시장에 새로운 진입자가 출

GE가 생산하는 항공기 엔진은 산

산업인 패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활용한다.

장이 협소하다. 건축의 안전과 관

해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 처음

현 가능하며 이들의 진입 경로도

업 주기가 20~30년이나 걸리는

역량을 보여준 기업이다. 매출 하

소프트웨어 인력만 100명이 넘는

련 있어 오토캐드나 벤틀리 같은

등장하던 2008년에 1만3000명이

다양하다. 이는 선발자도 자만하

데 이를 ‘디지털 쌍둥이Digital Twin’

락으로 고전하던 올세인츠는 전

올세인츠는 코딩부터 플랫폼까지

선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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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회

자체 개발하고 사내에
기술과 지식 노

소프트웨어 시장은
언제든지 새로운 진입자가
출현 가능하며 진입 경로도
다양하다. 선발자도 자만하면
안 되지만 후발자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하우를 축적했
다. 4년간의 디
지털 전환으로
영국, 유럽, 북
미, 아시아, 중
동 등 16개국
140개 직영 매장

을 개설했고, 홈페이지
에서 200개 이상의 국가에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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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션기업으로 혁신을 모색한 올세인츠를 다룬 TV 프로그램 화면

로켓인터넷이 설립한 주요 IT 기업
로켓인터넷 계열
기업

알란도

시티딜

핀스파이어

윔두

글로스박스

잘란도

벤치마킹 기업
(서비스)

이베이
(전자상거래)

그루폰
(소셜커머스)

핀터레스트
(사진 SNS)

에어비앤비
(소셜숙박)

버치박스
(화장품 샘플 구독)

자포스
(온라인 신발 판매)

자료: KBS 스페셜 홈페이지

후발 주자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

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플랜트 설

산, 자동차, 유통, 패션, 홈리빙,

웨어 서비스는 선발 기업이 시장

기술 그 이상

과감하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할

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역동적인

계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출

식음료 등 36개에 이른다. 글로벌

을 장악하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과 제품을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시했다. 소프트웨어 역량이란 바

기업과 정면 승부해야 하는 신흥

해 후발자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

개발하고 시장 경쟁과 고도화를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는 전략을 내세웠다.

로 이러한 역동적 혁신의 경로Dy-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에어비

지므로, 신속히 출시하고 시장 반

통해 자신만의 생존 경로를 지속

장기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마이다스아이티는 건축 구조해석

namic Path of Innovation를

앤비와 우버 같은 선도 기업의 비

응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전략을

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해 가는 역

을 구사하는 기업은 기업의 외부

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응용한 토

역량도 포함한다.

즈니스 모델을 모방해서 진출한

중시한 것이다. 이렇게 출시된 사

량capabilities이다. GE가 소프트웨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

점이 독특하다.

례가 ‘헬프Help’다.

어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산업 인터

어 기술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

창출하는

목과 기계 분야의 구조해석 제품
을 출시했고, 해석 영역을 설계 영

로켓인터넷의 속도·통합·재편

로켓인터넷의 강점은 신속한 서비

이러한 속도의 해답은 소프트웨어

넷으로 기존 터빈과 발전기를 디

과 같은 패러다임은 기존의 경쟁

역까지 확장하며 글로벌 경쟁 기

2007년 설립한 로켓인터넷은

스 출시와 시장 선점이다. 초기 사

에 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더

지털화했지만 궁극적으로 기존 산

우위를 무력화하지만 후발자에게

업이 대응하지 못한 새로운 경로

2015년 110개국에 진출했고 직원

업 분석에서 서비스 출시까지 100

라도 서비스 간 공통 기능을 통합

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

는 일종의 기회가 되는 이중적 측

를 신속하게 창출하며 성장했다.

1800여 명이 매출 1억3000만 유

일이 걸리지 않으며, 투자 유치와

하면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생태계

면이 있다. 후발자든 선발자든 변

2015년에는 건축, 토목, 기계 지

로, 시가총액 62억 유로를 기록했

글로벌 사업화 과정까지 전 프로

을 줄일 수 있다. 결제나 데이터의

를 형성하고 주도권을 확보해 가

화의 트렌드에 올라타야만 생존이

식 모두를 융합해서 지식의 복잡

다. 사업 분야는 전자상거래, 부동

세스가 1년 내에 추진된다. 소프트

저장과 전송 등은 모든 서비스에

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 추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

적용되며 고객관리, 광고 플랫폼

역량의 역동성

하다.

같은 비기술적 영역도 다양한 서비

소프트웨어 역량이 개발력, 경로

GE는 전기, 금융 분야를 개척했

스 간에 공유하고 통합하면 비용

개척과 경쟁 우위 확보 등을 포함

으나 지금은 기존 경쟁 우위를 가

절감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한다고 볼 때, 이 요소들의 조합은

진 중후장대형 장치 산업을 디지

라자다와 같이 동남아 전자상거래

산업별, 기업 크기별, 역량 수준별

털 트윈과 프리딕스로 승화시켜

1위를 기록한 사업을 매각하기도

로 다를 수 있다는 데 역량의 역동

제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올라

했는데, 생명주기가 짧은 소프트웨

성이 있다. 중소기업인 로켓인터

타려고 한다. GE가 위대한 기업

어 시장에서 1위를 지키기보다 새

넷의 혁신은 속도와 재구성 같은

인 이유다.

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유리하

비즈니스 민첩성agility 정도였고,

한편 다소 극단적인 사례지만, 로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올세인츠의 디지털 문화도 패션이

켓인터넷은 그야말로 로켓과 같은

라는 영역을 넘지 않았으며, 마이

스피드로 등장해서 다양한 영역

소프트웨어 역량이란!

다스아이티는 역동적으로 자신만

간 공동 전문화를 추진하며 사업

앞에서 소개한 기업들은 소프트웨

의 경로를 창출했지만 급진적이고

을 성장시키지만 1위를 달성하면

어 중심의 거대한 기술 변혁의 파

근본적인 혁신이라기보다 기존 역

팔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영역을

고를 넘기 위한 역량과 전략적 노

량의 외연을 확장하는 정도였다.

개척하는 역동성을 보여줘, 새로

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시사

반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이

운 기회에 올라타며 성장하는 것

하는 바는 크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 제품의 역동적 경로 창출

마이다스아이티 사업 성장

<건축+토목+기계의 융합 지식>

국내 매출
해외 매출

Plant Design
(2015년)

설계
프로그램

777
700(억 원)

11년간 총 매출 약 37배 성장
SoilWorks
(2009~2014년)

NFX
(2009~2011년)

수직계멸화

eGen, Design+
(2009~2011년)

600

542

세계 1위

국내 1위
국내 AEC(CAE
부문) 시장점유율
90%

556

세계 AEC(CAE
부문) 시장점유율
15%

411

500

400

366
기술의 수평적 적용
(1차 영역 확장)

구조해석
프로그램

Gen, ADS, FEA,
GeoX
(2000~2008년)

건축 분야

36

글로벌 매출
전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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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수평적 적용
(2차 영역 확장)

Civil, Abutment,
Pier, Deck, GTS
(2001~2005년)

토목 분야

FX, FX+
(2003~2005년)

기계 분야

최초 수출

300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 분야
SW 수출

221

200

104
15

2000

251

101

2002

145

177
100

121

2004

2006

2008

2010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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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API 교류 가능한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코스콤은 지난 9월 6일 오픈 플랫폼 이용을 신청한 기업 11곳과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기반

API인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다.

상호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향후 코스콤과 자본시장 핀테크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다만 금투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협업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 편집부

API는 해당 금투사 및 핀테크 기

오픈 플랫폼 전체 처리 흐름도

오픈 플랫폼 이용자는 API 게시

이용기관 등록 절차

(제공)자와 API 구독(사용)자로 구
분할 수 있다. API 게시(제공)자는

API 서비스
사전 검증

관련 서류
제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
이용 적격
여부 검토

최종 승인
및 회원사
공지

이용기관
등록

API 게시(제공) 절차

업만 사용할 수 있다.

API 게시
가능 여부 확인
(샌드박스)

핀테크 기업 자격 조건은 <중소기

샌드박스
API 게이트웨이
게시 및 테스트

API 게시
준비

API 게시

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핀테
크 산업 유관 업종의 법인, 전자

API 사용(구독) 절차

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또

샌드박스
핀테크 개발자
센터 이용 승인

는 핀테크지원센터 추천 법인에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조회나 이체
등의 기능을 담은 새로운 서비스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운영

로보어드바이저

로그램을 표준화된 APIApplication

금융뉴스 서비스

실가동
API 이용
준비

실가동
API 이용

해당한다.

핀테크기업

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금융전산 프

실가동 가능
여부 확인

복권발행업, 현상업, 추첨업, 경

자본시장 오픈플랫폼

품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API 게이트웨이

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20여 개의

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해당 기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

자본시장과 관련된 API가 제공되

업, 게임 아이템 중계 사업모델

API는 연결표준으로 http(s)를, 데

고 있다. 향후 관련 기관, 기업 및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API를 지속

핀테크 기업이 금투사가 제공하는

JSON을 사용하고 있다.

적으로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네이티브native 방식의 API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

는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사전에

비해 사용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크 오픈 플랫폼 센터를 통해 사용

금융투자 핀테크 포털을 이용해

이 향상돼 손쉬운 서비스 개발이

을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

가상계좌 발급, 금융거래 내역 제

가능하다. 특히 금투사가 제공하

로 조회, 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

3자 제공 동의 등이 완료돼야 한

는 금융거래 API의 경우 표준화된

공하는 한편,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16개 은행과

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금융

전문 규격이므로 일일이 개별 증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

거래 API를 사용하기 이전에 해당

권사의 전문에 맞출 필요 없이 오

이션 환경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하는 오

픈 API 시스템과 개발된 핀테
크FinTech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더한 개념이다.

종합자산관리
기업명가
보안 서비스
보험 상품 추천

금투사 등 서비스

오픈 API 지속 추가 예정

핀테크 기업 서비스

벌 특례법>상 사행행위 기업과 부
금투사,
대외 기관 연계
시스템
가상 계좌

권한, 인증관리

P2P 펀딩
서비스 연동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금융결제원

리테일 알고리즘
트레이딩

금투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양방향 서비스 제공

여해 8월 30일 공동 핀테크 오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 플랫

를 덜 수 있다.

고객이 오픈 플랫폼에 회원으로

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 규격

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등을

플랫폼을 개통했다. 핀테크 분야

폼은 핀테크 기업이 특정 기능의

오픈 플랫폼은 다수의 참여자 간

가입됐는지 여부와 가상계좌 발급

에 따라 개발하면 오픈 플랫폼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도 아

API를 내려 받아 서비스에 연동시

상호 교류를 위해 금융투자사와 핀

여부를 관리 API를 통해 확인해야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의 연계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직 준비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키면 16개 은행, 25개 증권사와 연

테크 기업 간 양방향 API 교류가

한다.

가능하다.

전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 해킹

전 세계 최초 시도다.

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하다. API의 제공자로서, 또

단, 계좌 기반 API가 아닌 일반 데

오픈 플랫폼에서는 코스콤이 제공

방식 등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동 핀테크 오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

는 API의 사용자로서 자유롭게 오

이터 API만을 사용한 핀테크 고객

하는 시세 API 약 18개, 금투사가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

픈 플랫폼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별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호환

픈 플랫폼에 참여해 새로운 금융

은 금융투자 핀테크 포털에 가입

제공하는 조회 API 4개(잔고, 거래

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

가 나오는 데 있어 산파 역할을 할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했던 수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

내역, 포트폴리오, 관심종목)와 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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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충격,
이제 겨우 시작이다

브렉시트 이후 기업경기전망지수
97
88

91
87
85

지난 6월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파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지만,

81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냉철하게 짚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사진 한국경제DB

2015년 3분기
4분기
2분기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자료: 대한항공회의소

전문가들, 아니 영국의 EU

다. 영국 파운드는 달러 대비 10%

위해 3가지 관전 포인트에 초점을

유대 등 영국의 독특한 입지에 비

에 그치는 낙관적 시나리오다. 향

이런 맥락에서 리스크 시나리오에

탈퇴를 놓고 도박을 벌이던

이상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맞출 필요가 있다.

해 EU 탈퇴 편익이 불분명하지만

후에도 협상 경과 등에 따라 단속

도 관심이 요구된다. 핵심 고리는

이들조차 가능성을 폄하하던 일이

다른 통화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상

우선, 탈퇴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유럽통합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

적으로 불안이 이어질 소지는 크지

유럽통합 시스템의 지속 여부와 영

터졌다. 영국이 6월 23일 국민투

당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브렉시

진행 여부다. 당장에는 영국에 대

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만, 국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국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향방이

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것이

트에 대응한 세계 주요국의 발 빠

한 반감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

마지막으로, 국제 정책 공조도 중

심각한 충격 없이 일단락되는 경우

다. 먼저, 유럽 내에서 분리주의

다. 이성이나 돈보다 피가 강했던

른 유동성 공조와 추가 통화 완화

실상 퇴출에 가까운 엄포가 이어지

요한 변수다. 영국의 재협상 과정

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ERM 탈

운동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연쇄 탈

셈이다. 예기치 못한 결정에 다음

기대 속에 국제 금리가 급락하면

고 있지만, 역내 분리주의 움직임

에서 지금처럼 EU와 갈등이 지속

퇴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

퇴로 유럽통합 시스템이 재차 심각

날 국제금융시장은 패닉으로 반응

서 위험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

을 감안할 때 나름의 복안을 강구

된다면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시만 해도 이탈리아가 동반 탈퇴하

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다.

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개표 과정

는 것이다. 한때 브렉시트 충격이

할 수밖에 없다. 영국도 EU 편입

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는 등 유럽통합 실험이 좌초될 것

2010~2012년 유럽 위기 못지않은

을 실시간 주시하면서 극심한 혼란

집중되던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

의 수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유입

EU 내 분리주의 움직임에 맞서 역

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내

충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데, 가

을 보였다.

드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등의 폐단만 시정하려는 태도 탓에

내 주요국의 응집력 있는 대응이

이탈리아도 복귀하면서 1999년 유

뜩이나 이탈리아를 비롯해 역내 은

영국의 E U 탈퇴, 즉 ‘브렉시

있다.

극단적 선택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부재하다면, 유럽통합 시스템의

로존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브

행권의 취약성이 재조명되는 시점

영국의 ‘자부심’ 국제금융센터 위상

존망이 또다시 시험에 직면할 수밖

렉시트 역시 영국만의 이벤트로 그

에서 더욱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트Brexit’ 결정으로 영국은 43년에
걸친 유럽통합 행보에 종지부를 찍

브렉시트 충격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이 상당 부분 ‘EU 교두보’ 역할에

에 없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로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금융센터로서 영국의

었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공동

브렉시트 경고음은 해제된 것일

의존한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제약

서 영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영국

다만, 그 여진은 세계 경제의 이른

지위 재조정과 맞물리면, 영국을

체EC에 가입한 후 1990년에는 유

까? 아직은 답을 내리기 이르다.

한다.

발 국제 유동성 경색도 불가능한

바 ‘뉴노멀new normal’ 환경에서 항

경유하는 글로벌 머니의 재편 과

로존 전신인 유럽환율조정메커니

이제 겨우 영국 내부적으로 결정이

둘째, 브렉시트에 이어 EU 내 분

일만은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 중

구적 특징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할 소지

즘 E R M 에 참여했으나, 1992년

내려졌을 뿐 브렉시트는 아직 제대

리주의 운동의 확산 향방이다. 이

앙은행들이 여전히 그 향방을 주시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도 크다. 영국이 역외달러(유로달

ERM을 탈퇴한 데 이어 이제

로 시작도 안 된 셈이다. 탈퇴가 성

미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는 오스트

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재정위기, 신흥시장 불안, 차이나

러)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EU마저 등진 것이다. 이 와중에

사되려면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리아, 네덜란드, 프랑스에 걸쳐 분

쇼크 등 여러 불안들이 되풀이돼

으로 새로운 달러 유동성 경색,

이민 문제 등 유사한 사회적 갈등

관계 설정을 둘러싼 지루한 협상이

리주의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유

다양한 시나리오로 위험관리

왔다. 이제 브렉시트가 새로운 고

즉 영국발 금융위기가 초래될 위

에 휘말린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

요구된다. 일단 2년의 협상 시한이

럽 위기의 주역인 그리스나 포르투

따라서 브렉시트 사태 향방과 관련

비로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

험도 간과할 수 없다. 역외달러의

곳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탄력을 받

정해져 있지만, 양자 합의로 사실

갈, 이탈리아에서도 여전히 진행

해 시나리오 접근 방식을 취할 필

장 눈높이가 거듭 하향 조정되고

소진에 따른 충격은 미국의 달러

고 있다.

상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형인 쟁점이다. 섬나라 특성, 또

요가 있다. 우선, 최근의 분위기가

금융시장 변동성도 쉽사리 진정되

공급을 책임진 연방준비제도Fed

다행히 그 충격은 오래 가지 않았

브렉시트 충격을 제대로 가늠하기

대륙 유럽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적

보여주듯이 단기적, 간헐적 충격

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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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여파 언제까지
모르겠음 3%

급등하는 일본 엔화 가치

(단위: 달러당 엔)

치솟는 미국 국채(10년물) 가격

(단위: 연 %)

기타 3%

100
3개월 이상

18.2%

100.57

1.80

1년 이상

42.5%

102

1.55

104 6월 29일

1.30

6개월 이상

33.3%

1.35
7월 6일

6월 24일

7월 5일

자료: 한국경제신문

자료: 톰슨로이터·도쿄외환시장

자료: 톰슨로이터·FT

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영국 은행권

(잔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

의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권(BIS

1042억 달러를 고점으로 최근 597

어려운 상황에서 실로 문제가 커

기준)은 국내 유입된 전체 외국 은

억 달러까지 감소했다는 점은 다

진다.

행권 자금의 23.1%(597억 달러,

행이다. 영국발 충격의 직접적인

2015년 말)에 이른다. 게다가 영국

파급력이 약화된 셈이다.

브렉시트 충격, 국내의 비용 편익은?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도

브렉시트 향방의 불확실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실물경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8.4%

측면의 직접적인 연계는 제한적이

수준(35조4000억 원)

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은 총 수

이다. 다만, 국

출의 1.4%에 그친다. 물론 선박이

내 상장채권 보

나 자동차의 경우 영국 수출 비중

유액은 1.4%

이 각각 34.4%, 20.5%를 차지하지

(1조5000억 원)

만,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에 그친다.

엔고에 시달리는 일본과의 경쟁력

따라서 브렉시

우위 효과를 감안하면 큰 부담은

트로 인해 영국

아니다. 다만, 브렉시트 충격이

계 자금이 이탈할 경

EU로 확대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 국내 외화 조달 여건에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10.5%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글로벌

불가피하나, 그 대신에 ‘상대적 안

이르며, 역시 EU 수출 비중이 큰

금융위기 때도 영국계 은행 자금

전자산’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위상

미국(16.8%)이나 중국(15,8%)을 통

이 대거 유출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새롭게 조명받을 여지도 있다.

한 간접적 충격을 감안하면 상당한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진 바 있다.

그러나 리스크 시나리오하에서라

후유증이 예상된다.

2008년 4분기 중 외국계 은행 자

면 유럽 위기 이상의 글로벌 금융

보다 큰 문제는 금융 측면의 전염

금이 총 661억 달러 빠져 나갔는

위기 같은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효과다. 국제금융센터로서 영국은

데, 이 중 영국계 유출분이 170억

을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유럽이나 중동 등지의 글로벌 머니

달러로 25.8%를 차지했다. 그나마

다. 위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

가 국내 유입되는 핵심 통로로서

국내 유입된 영국계 은행권 자금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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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국내 영향과 관련
해서도 역시 시나리
오 접근법이 중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탈퇴 프로세스, EU 내 분리주의
운동, 국제 정책 공조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요하다. 낙관적
인 시나리오라
면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이 직
접 입게 될 영향
은 제한적이다.
물론 브렉시트 부침

에 따른 단속적인 변동성은

FINANCIAL IT

Symposium

오른쪽부터 박기춘 NH투자증권 IT품질기획부 차장, 신구태 코스콤 R&D부 기술개발팀 팀장,
김선길 미래에셋대우 IT지원부 개발지원파트 파트장, 김용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IT기획팀 과장

플랫폼인 듯하지만, 증권업에서는

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유통 플

아직 효율성 검증을 지켜보는 시점

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5개사

입니다.

를 대상으로 전자증권 발행을 시험

박기춘 차장(이하 박기춘) 블록체인

했습니다.

이 NH투자증권에서 본격적으로

박기춘 블록체인은 기술 요소 관점

논의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

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고, 해당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업,

기술을 활용한 금융 비즈니스 적

특히 증권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용 방안 부분은 이제 막 연구를 시

사례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현재

작하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블록

김용환 증권업에서는 포스트 트레

체인분과에 참여해 검토를 진행하

이딩인 청산결제 분야가 현재로서

록체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

고 있습니다.

는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

니다. 블록체인 적용 사업 영역도

신구태 코스콤이 바라보는 블록체

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핵심인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구분할

인은 인프라 성격이 강합니다. 국

매매로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판단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본시장 인프라는 전산화가

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프라이빗 블

-신구태 팀장

잘 구축돼 있는데, 블록체인이라
는 생소한 신기술로 인프라를 바

투자와 적용 가능성

사업 영역도 퍼블릭과 프라이빗으

꾸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신구태 주식시장의 경쟁 매매는 시

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 아직 의문입니다. 하지만 호주

간 우선의 원칙과 같이 트랜잭션

박기춘 해외와 국내의 적용 사례를

증권거래소ASX는 블록체인이 청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의

찾아보니 대부분 퍼블릭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기반 기술인 P2P와 블록 생성으로

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연계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대규모

는 호가 순서에 대한 보장이 어려

통한 업무들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전문지 하버드비즈니스 리뷰는 올해 주목할 8가지 신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발표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외화송금, 인증, 실물자산(금, 부

국내외에서도 블록체인의 연구와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의 경우 협의체 등을 구성해

김선길 골드만삭스는 세틀코인

은 주식시장의 트랜잭션 처리 속

동산) 소유권 증명 등 다양한 분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ETLcoin 을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도, 처리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에서 적용 가능성을 찾고 있더군

글 권순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것과 관련해 특허를 냈습니다. 미

에 장내 매매 시장까지의 적용은

요. 국내에서도 도입 가능한 부분

래의 증권거래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외화송

적용되면 특허료를 받는다는 전략

김용환 장외시장의 메신저나 전화

금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Fe d 는

거래 정도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

김선길 퍼블릭의 경우 모든 회사,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활용,
기술이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회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관점

대 이후 정보기술IT은 PC통신, 인

간 거래P2P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

IBM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급결

는 정도는 유망해 보입니다.

모든 업무에 맞지 않고 공유원장

신구태 팀장(이하 신구태) 좌담회에

터넷, 모바일 순으로 발전해 왔습

문에 금융기관이 연구할 수밖에 없

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신구태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블

을 관리해야 하므로 밀리세컨드 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콤

니다. 이어서 2020년을 바라보는

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환 나스닥에서 링크라는 프라

록체인의 장점인 투명성이 금융기

하의 속도를 요구하거나 하이 퍼포

이 블록체인 기술 검증PoC을 진행

현시점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

김용환 과장(이하 김용환) 거래소는

이빗 마켓을 개설했는데, KSM의

관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

먼스high performance를 필요로 하는

하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

운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

파일럿 프로젝트로 K S M K R X

지향점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

다. 거래내역 조회, 저장의 권한을

데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

을 바라보는 관점과 도입 방법은

니다. 기존에 담보할 수 없던 분산

Startup Market을

만 거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질의

부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

의 업무나 작은 회사에도 맞지 않

각 사마다 다를 듯합니다.

공유원장과 알고리즘의 보안성,

다. 블록체인은 은행의 선례로 볼

하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해서 글로벌 금융기관이 많은 투자

고, 여러 회사가 연합해야 효과가

김선길 파트장(이하 김선길) 1990년

브로커나 중앙기관이 없는 개인

때 국가 간 화폐 거래 시 효율적인

신구태 국내에서도 LG CNS가 블

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적용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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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들은

블록체인의 우려와 전망

록체인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은 상

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표준 제정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 둔다고 합

신구태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이

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도 참여해야 하고, 로컬 표준 제

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기술이면

매우 우수하다고 해도 해킹 사건

김용환 결국 비용 대비 효과입니

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

흡수하고, 아니면 성장 후 매각하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물류나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

탁결제원이 이미 하이퍼레저에 가

는 방법으로 여러 핀테크 기업에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은 실수 하나에 대한 위험비용이

입했고, 거래소 역시 글로벌 표준

투자하는 거죠.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 해

커서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도입이

제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

박기춘 코스콤 또는 금투협이 블록

킹·파산사건과 최근 2016년 6월

어려운 것입니다.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도입을 주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더다오The

신구태 올 초 R3CEV 컨소시엄 참

김선길 블록체인은 국제표준이 나

도한다면, 회원사 대부분이 참여

DAO 서비스

해킹사건, 8월 홍콩 비

여 여부에 국내 은행권이 많은 고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하지 않을까요. 결국 금융업권 내

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

민을 했습니다(KEB하나금융그룹,

그룹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 휩쓸리

는 힘을 모아 연구하는 것이

에서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과

해킹사건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2016년 4월 참여). 글로벌 표준화

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사실상 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타

좋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접촉하는

비즈니스 구현이 화두가 아닐까

도입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봅니

준이 되는데, 규모가 큰 로컬 서비

트업 회사들과 협업해 냉정하게

것도 개별 기업보다는 더 협조적일

싶습니다.

요.

다. 자본시장에서도 표준화에 대

스를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

김선길 블록체인 시도에 의미를 두

박기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

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합니다.

고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경우 일종의 감독기관(공동 의

김용환 R3CEV나 하이퍼레저에 참

미국에서 이더리움으로 R3CEV를

봅니다.

사결정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하는 회사들 역시 기술력 확보만

만들었듯이 우리 나름의 표준을 만

박기춘 최근 들어 많은 매체에서

박기춘 지금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해킹사건과

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고 필요하면 각 사가 갖다 쓸 수

니다. IT가 금융 산업을 이끌어 가

블록체인의 안정성 및 비용 절감

만들어,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함께 진행될

있어야 합니다. 각 사의 별도 연구

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특

효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고민하는 수준인 듯합니다. 특히

적인 통제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표준화에 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

보다는 힘을 모아 제대로 연구하

히 코스콤이 금융권 내에선 IT

있는데, 실질적인 검토 및 검증이

스타트업을 통한 설명회 및 데모

싶습니다.

영하려고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

는 것이 좋습니다. 핀테크 기업 접

R&D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이니 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

진행 후 받은 전반적인 느낌은 안

신구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술,

리 증권업계도 유사한 공동 노력

촉도 개별 기업보다는 협조적일 테

역할을 기대합니다.

술적인 안정성과 비즈니스 적용 가

정성과 구현성에 대한 의문이 다

규제, 사업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

고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해

박기춘 블록체인을 P2P 방식의 데

능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소 들긴 했습니다. 이런 신기술 요

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

외에 연결할 때, 예를 들어 미국에

이터 저장공간 또는 데이터 구조라

신구태 국내 금융권에서는 인증 부

소가 투자비용 대비 회사 수익에

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있는 블록체인을 연결한다면 게이

고 본다면, 가능한 적용 범위는 우

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쉽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 고

글로벌과 연계되는 국제송금, 물

트웨이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그

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산

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

민도 됩니다.

류, 무역금융, 원자재 거래 등의

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블

습니다. 대체 인증 방안으로 적용

신구태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역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

이지 않을까요.

록체인 비즈니스 구현을 통해 새로

사례가 많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투자, 공

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박기춘 당장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

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고

장외시장과 청산결제 부분을 검토

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사업 영

박기춘 P2P 기반의 블록체인을 활

하지도 않더라도 블록체인이라는

객이 생활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용성은 아

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과 같

기술 요소는 R&D 사업 관점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내부 인력만으로 블록체인

은 분야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

어느 정도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

박기춘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술 역량을 갖추는 건 현실적으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업무

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 동향도 지

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업해 냉정하

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개

의 경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블록

증권업계도 공동 노력이 필요합

속적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국내

신구태 이 자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 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신규 비

발자의 주요 미션은 비즈니스 구현

체인 업무 시스템 도입 시에는 운

니다. 글로벌 표준 제정에도 참

스타트업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줄

여해야 하고, 로컬 표준 제정도

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합니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기쁩

김용환 핀테크의 등장으로 기술이

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습

사합니다.

블록체인은 각 사의 별도 연구보다

것입니다.

-김선길 파트장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핀

즈니스 영역을 발굴하려는 시도는

이고, 리눅스 또는 블록체인의 코

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니

있을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김용환 그래서 해외 대형 투자은행

까요.

다면, 금융업 이외의 분야에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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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합니다.
-김용환 과장

기술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박기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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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eople

영국 핀테크 산업, 금융 인프라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급성장

커런시클라우드는 설립 이후 어떤 목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영국 핀테크 산업은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설립 이후 국경 간 결제cross border

보이고 있다. 커런시클라우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스테판 레먼을 통해 영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전망에 대해

payments

들어보았다. 글 권순주 기자 사진 스테판 레먼·한국경제DB

커런시클라우드의 플랫폼은 클라

주요 지역별 핀테크 시장 성장률

표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어떤 성

(단위: %)

부터 끝까지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74

둘째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과를 냈나.
56

“영국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핀테

전 세계 평균

27

크 기업 커런시클라우드는 2012년

와의 제휴, 셋째는 송금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빠르고 저렴하게 30
개국 이상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원하는 글로벌 뱅킹 네트워크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우드를 활용해 다수의 결제 네트워

영국

크와 외환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

유럽(영국 제외) 미국 실리콘밸리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게 된 외부 동력 역시 빠르고 신속
하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
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

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이들 사이
“올해 5월 영국의 청년 실업

의 연결을 최적화하며, 종합 관리

며, 50만 이상의 최종 구매고객end

정 준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

률은 5.6%, 한국의 6월 실

와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써

customer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매

객에게 전하는 탄탄한 역량을 갖

업률은 10.3%였다. 이러한 극명한

가격 결정 및 수취인 관리부터 결

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100만 건

춘 규정 준수 부서가 존재하기 때

차이는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 구

제 이행 및 수령, 정산, 보고까지

이상의 결제를 212개국 40개 통화

문이라고 생각한다.”

체적으로 ‘핀테크’의 성장과 창업

전체 결제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

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

지원 정책에서 기인한다.”

고 있다.

에는 2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커런시

지난 7월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커런시클라우드는 차세대 기업들

다.”

클라우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

공동 개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에 세계 각지의 자금 이동 방법을

커런시클라우드가 송금 분야 핀테크

은 산업 발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

변혁시킬 수 있는 투명하고 빠르면

기업으로 급성장한 대내외 동력은 무

고 생각하나.

다. 이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5년

서도, 사용은 손쉽고 보안은 뛰어

엇인가.

“핀테크 기업의 핵심 역량은 무엇

여 전부터 수도 런던에 기술혁신도

난 결제 엔진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송금 분야 핀테크 기업으로서 커

보다도 적합한 인재풀이라 할 수

시 ‘테크시티Tech City’를 출범, 육성

를 가지고 있다. 현재 125개 이상

런시클라우드의 내부 동력은 우선

있다. 이들은 기술적인 마인드를

하고 156만 명 규모의 핀테크 관련

의 플랫폼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으

클라이언트들이 결제 과정을 처음

갖추고 변화하는 시장 및 요구 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의 사례
를 소개했다.

영국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에는 전통적인 금융 회사들과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들이 모여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와 대형 금융기관
이 주도하는 영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할 것이라
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 요인은 정부의 과감
한 지원과 금융 인프라가 뒷받침
스테판 레먼 Stephen Lemon
커런시클라우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사업개발부
부사장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중요한 새로운 고
객 발굴과 기존 핵심 고객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HiFX, 인디고 리크루트먼트를 공동 창
업한 바 있다. 현재 시놉시스 및 커런시트랜스퍼
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금융 강
국 영국이 핀테크 산업에서도 앞
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커런시클라우드Currency Cloud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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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eople

영국 핀테크 산업 현황

스테판 레먼이 전하는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시장규모(억 파운드)

투자액(억 파운드)

고용 인력(명)

“런던은 항상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

66

5.2

6만1000

였다. 그래서 런던에는 리소스, 관

독일

18

3.9

1만3000

련 업계 및 인재가 풍부하게 존재

홍콩

6

0.5

8000

하고 유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돼

싱가포르

6

0.4

7000

있어 금융 서비스 기업이 번창할

뉴욕

56

14

5만7000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전 세계

캘리포니아

47

36

7만4000

각지의 영업시간 중간에 위치한 런

오스트레일리아

7

1.9

1만

던의 시간대도 매우 유리한 점으

자료: Earnst & Young

영국이 시장 우위인 분야

SW
(금융기관)

시장 크기

SW
(리스크관리)
데이터
(자본시장)

결제
(온라인)

SW
(결제)

플랫폼
(정보 통합)

데이터
(신용조회)
플랫폼
(개인 자산) 데이터
(보험)

플랫폼
(P2P)

잠재력
자료: 금융보안원, 2015

러한 점을 활용해 발전할 수 있었

관련 업계와 전문 인력 풍부

3

유리한 규제 환경

정부의 핀테크 중심지
선언 및 정책

영국 런던 북동쪽 올드스트리트에 조성된 스타트업 전용 단지 테크시티.

인 정부 육성책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은행과의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핀테

2014년 8월 영국 정부가 영국을

관계가 형성됐다. 핀테크 창업자

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핀테크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을 분석

“현재 한국의 핀테크 시장은 매우

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산업 생태

해 이 상품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

좋은 시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계, 인재, 베스트프랙티스(best

과적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비즈니

최근 한국의 핀테크 산업 추세를

practice: 판매, 제품 혁신 등 특정

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

보면 4, 5년 전 런던이 떠오른다.

경영 활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긴밀한

송금 분야에 있어 규제도 변화하

성과를 창출해낸 운영 방식) 등을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있는데, 이는 핀테크 기업에 매

면밀히 검토해 영국이 선두 주자로

브렉시트Brexit가 영국의 핀테크 시장

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며

서 자리를 점할 수 있게 과감하게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

비은행 업체들이 진출해 혁신을 이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2016년 영국 핀테크 산업의 최고

끄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했다. 핀테크는 이제 주류 산업으

핀테크 산업과 핀테크로 인해 만들

관심사는 무엇인가.

수도 있다고 본다.”

언트의 의견과 피드백을 항상 경청

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기

어지는 환경을 육성하는 데 영국

“브렉시트는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향후 핀테크 산업을 전망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난

업만 핀테크에 관심을 표하는 것

정부는 훌륭히 역할을 해냈다고 자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탈퇴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핀테

몇 년 동안 전 세계 핀테크 기업이

은 아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부한다.”

법안과 의결 등으로 공식적으로 구

크 산업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페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업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정보기술IT 업체가 핀테크 주도권을

체화되기 전까지는 커런시클라우

이테크paytech 등 그 명명법에 있어

체들이 핀테크 분야 핵심 주자들

‘핀테크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영국은 대

드에 끼치는 직접적인 큰 변화는

서는 다양한 분화가 일어날 것으

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입장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

형 은행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없을 것이다. 올해 영국 핀테크 산

로 보인다. 나아가, 핀테크 산업을

을 고려하면서 협력을 모색해 왔

지고 있다.”

주도한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로 핀테

업에서 가장 뜨거운 추세는 결제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하위 업종

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핀테

2008년 이후 영국 핀테크 산업의 누

크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분야이지만 사물인터넷IoT, 대출,

들이 생겨나 아주 세부적인 이슈까

크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

적 연평균 성장률은 74%로 미국 실리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블록체인 등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

지 담당하면서 핀테크 상품들은 모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콘밸리(13%)와 전 세계 평균(27%)을

때 새롭게 태어났는데, 당시 핀테

할 것으로 전망한다.”

든 글로벌 사업의 성장에 있어 필

위해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

크게 앞선다. 핀테크에서 영국이 앞서

크 창업자의 대부분이 은행 분야

영국과 한국의 핀테크 관련 파트너십

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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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인프라

2

4

항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클라이

50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

로 작용했다. 커런시클라우드도 이

핀테크 산업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송금, 결제
(인프라)

SW
(회계)

1

다.”

영국 주요 핀테크 전략 분야별 시장규모 및 잠재력 분석

플랫폼
(증권)

영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이유

영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와 규제

올해 영국 정부는 ‘핀테크 주간
FinTech Week’을 맞아 영국 내 핀테크
산업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영국
내 핀테크로 인한 매출은 65억 파운
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6만1000
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해리엇 볼드
윈 영국 재무부장관은 “핀테크 산업
은 영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파운드
를 벌어주는 효자 산업이다”라고 했
다. 영국 정부는 핀테크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방침을 세우고 신규 법규를
만들었다. 기준을 정한 후에는 기준
보다 낮으면 자유롭게 핀테크에 뛰어
들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기
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정하는 유연
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10월 초 KTB솔루션(인증), 파봇(자동
자산관리), 오윈(결제) 등 10~15개 국
내 핀테크 업체가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 기관인 런던의 레벨39에 입주
할 예정이다. 레벨39를 운영하는 엑
센트리 한국지사에 따르면, 국내 핀
테크 업체가 레벨39에 들어가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며, 9월 초 최종 입
주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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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사무직과 생산직의 디지털 변혁 예측

업무 분야

사무직

세계의 선두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디지털 변혁에서 생존하기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미래

국내에서 RPA 프로젝트가 성공하

디지털 변혁
제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정보화 사회

려면 산업별·부서별 업무 프로세

1995~2015년

2016~2020년

2021~2029년

2030년~

사무자동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인지 디지털 노동력

인공지능 오피스

협업 로봇 자동화

스마트 공장과
디지털 트윈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SAP 도

생산직

공장자동화

입 당시처럼 표준 기능을 파악하기
도 전에 고객 요구에 휘둘려서 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과 협업 로봇 자동화가 있다면 사무실에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있다.
글 조형식 디지털지식연구소 대표

스의 정형화와 표준화가 선행돼야

가상물리시스템
자료: 디지털지식연구소

플리케이션 API를 이용해서 유사
한 기능을 중복해서 만드는 실수
에 빠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벤더의 RPA 플랫폼

로봇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환경 제약과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

가트너는 로봇 소프트웨어

든 프로세스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을 했다. 이런 로봇 소프트웨어는

가 2년 내에 본격적으로 업

대치하자는 발상이다.

지속적으로 진화해 이제 일반 비즈

계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

로봇 소프트웨어의 기원은 인터넷

니스 영역으로 확대됐다.

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봇internet bot 또는 웹 로봇web robot

Automation, RPA는

반복적인 단순 업

일 것이다. 봇bot 프로그램은 사람

로봇 소프트웨어의 효과와 우려

무를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가 수

의 행동을 흉내 내는 대리자로 동

RPA 벤더들은 로봇 소프트웨어가

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즉,

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에

사람을 대신함으로써 비용이 줄고

뿐이다. RPA를 사용해서 비용이

현재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의 유

주기적으로 방문해 검색엔진의 색

생산성이 증가된다면서 새로운 기

절감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IT 서비

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업하는 모

인을 위한 콘텐츠를 모아 오는 일

능을 창출해 단순한 비용 절감을

재무·회계

구매

인사

산업

견적, 발주,
일반회계

청구 프로세스,
구매지서 발급

급여, 구인,
면접관리

고객

의료 보건
제조
전기·전자
& 통신
에너지 & 전력
적용 기회 높은 분야: 은행권과 금융서비스업, 제조업의 경리부서, 보험 분야와 헬스케어 산업의 특정 분야.
적용 기회 낮은 분야: 보험 산업의 구매부서나 인사부서, 제조업의 고객 서비스 분야.

52

Financial IT Frontier·2016 AUTUMN

고객 서비스, 사무,
행정관리 직종

로봇 모니터링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자동화 전문가,
콘텐츠 큐레이터 등

1200만 개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과 업무
기술서Statement of Work, SOW의 정확

자료: 포레스터 리서치, 2016

한 작성 등이 필요하다.
RPA는 이제 시작했으며, 더욱 발
전한 고도의 도구를 향한 관문일

스 고객은 자동화할 다른 부분에

정확성과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이션에 대응 기반을 둔 것이므로

도 적용할 수 있다. 애플의 시리Siri

전망한다. 또한 데이터의 보안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면 파급효

같은 음성 인식 플랫폼과 연결된다

완성도가 증가되고 빠른 투자 효

과가 클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안

면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

과ROI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전하고 비용 절감이나 투자 대비

는 디지털 동료라는 느낌도 가질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효과가 큰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

수 있다. IBM은 기업 미래의 큰 부

노동력digital labor은 2021년까지

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업무 프로

분을 인지 엔진인 왓슨Watson에 걸

세계의 서비스 일자리 140만 개를

세스는 선진국에서 성공했다 하더

고 있다. 가트너는 2020년이면 마

⋏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신규 사업 준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악의

라도 국내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이크로소프트 전략의 중심은 윈도

경우 22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없다. 동양과 서양의 기업 문화는

우가 아닌 지능형 개인비서인 코타

⋏ 보고서 자동화
⋏ 체계 재조정

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다르기 때문이다.

나Cortana가 될 것으로 예견한다.

있다.

우선 이메일 대응, 기존의 전사적

미래에는 사무실의 로봇 소프트웨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 분야

자원관리ERP 같은 레거시 시스템

어인 디지털 노동자와 공장의 물리

의 RPA 도입은 기업들에는 매우

입력, 단순한 월례 보고서 작성 등

적 협업 로봇이 소통하고 협조하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다.

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추

며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피할

RPA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성공

후에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

수 없는 디지털 쓰나미Digital Tsuna-

사례가 많아진다면 급속하게 전체

석, 개인비서 서비스 등 보다 정교

mi라면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작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대비해야 한다.

RPA의 적용 가능성
높음

고객 서비스

보험

새로 생겨날 직업

현재 분석은 기존 컴퓨터 애플리케

산업별
특정 프로세스

은행 & 금융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직업군

넘어 인간의 실수를 줄여 작업의

산업별·기능별 RPA 적용 분석표
기능 부서

2025년까지
미국 일자리 중
로봇 자동화로 대체

낮음

⋏ 카드발급 활성화
⋏ 부정 청구 발견

적용 가능성 높은
실제 과정

⋏ 제품자제명세서(BOM) 생성
⋏ 서비스 청구관리
⋏ 품질 보고
⋏ 계정 발급
⋏ 계량 판독 및 검증

자료: 에버레스트그룹

다양한 시나리오로 접근하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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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고, 사회적 이슈나 법적 분쟁은 없는지 알아본다.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단위: 천억 달러)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원)

4.6

1조9021
0.9

1조2250

0.2
2015년

글 이준희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이사, 변호사

2017년

2020년

자료: 마이프라이빗뱅크

7810

애널리

MOU

데이터앤애널리
스틱(DNA)

펀드온라인코리아, 써미트
투자자문과 MOU

쿼터백랩

미래에셋대우 등
6개 증권사와 서비스 추진
은행, 보험사 서비스도
추진

874
2014년

5081
3272
1357

2108

인공지능AI의 바람을 타고

할 예정이다.

를 보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 분

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문제점

갖추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

에임(AIM)

미래에셋대우과 MOU

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은 구체적으로 운용을 실행하는 주

해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의 운용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대우과 MOU

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

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 우리나라에서도 로보어드바이

재 자본시장법은 투자 권유 자문

지난 9월 1일 코스콤은 로보어드

저를 표방하는 금융 서비스 업체

인력 및 투자 운용 인력이 아닌 사

바이저 업체, 증권사 등을 대상으

선 금융 규제 관점에서는 로보어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사전

이러한 선례가 로보어드바이저에

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 역

람의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의 운

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드바이저의 허용 취지를 살리면서

에 해결하거나 분쟁 기준을 제시할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많은

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

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한 연구나 선례가 나오지 않은

없으나, 만약 로보어드바이저 관

관심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다양

현행법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르면 테스트베드를 통과해도 비대

각종 소비자 피해나 시장 교란의

상황이다. 법률적 분쟁에 관해 수

련 투자자 피해 분쟁이 발생하는

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의 개별 지시 없이 자문 내지

면 일임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

사권을 행사하고 최종 법리적으로

경우 결국 사법기관은 선례에서의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금융위

운용 행위를 할 수 없고, 투자 권유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

제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할 검찰과 법원이 어떤 시각에

법원 입장과 논리에 기초해 사건

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자문 인력 또는 투자 운용 인력이

바이저는 투자위험성이 존재하기

기초한 분석과 연구로 결론을 도출

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 등을

때문에 테스트베드에서 안전성이

할지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다.

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

활용해 투자 자문 또는 운용 업무

확실히 검증된 후 비대면 계약 허

운영과 책임은 결국 사람의 몫
금융 규제 관점과는 별개로, 아직

금융투자와 같은 전문 분야에 관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화된 알고

쳐 이르면 11월부터 로보어드바이

를 직접 수행하는 것만 가능하다.

용을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

해결되거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한 이해도와 IT 기술 기초가 충분

리즘에 따른 인공지능적 기술 이

저를 통한 투자 자문 및 투자 일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99조

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으로 우

많은 법률문제가 향후 제기될 것

하지 않던 예전과 달리, 최근 사법

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를

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로보어

기관은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 피

운영하고 책임질 주체는 바로 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 운용을 위한 요건

드바이저 알고리즘의 불완전성(부

해 사건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

람, 그리고 금융 회사라는 점을 놓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99조 제1항 제1호)

적합한 알고리즘 추천 등) 문제,

지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 사건,

치면 안 된다. 법률문제가 발생하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 과점에 따

파생결합증권ELS 등 사건, 주식워

는 경우 ‘해당 문제의 법적 책임을

②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종, 시

런트증권ELW 사건 등에서 문제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논리에 의

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로

③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재조정할 것

장질서 교란행위 문제, 로보어드

됐던 다양한 선례를 통해 법원은

해 부담시킬 것인가’가 가장 핵심

보어드바이저가 일정 요건을 충족

④ 해킹·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바이저의 이해상충 방지의무 이행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 자문 및 일

⑤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의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 1인을 갖출 것

여부나 부적합성에 대한 기술 검

융 회사의 책임에 대해 여러 기준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관심과 연구

증 방법 문제 등이다.

을 제시한 바 있다.

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산의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는 법률적으

로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로 명명

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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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쳐 안정성을 검증할 것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부터 전망치 자료: KIST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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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Up

‘PaaS-TA’로 클라우드 시장이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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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블루투스 5,
전송 속도와 거리 대폭 개선

‘실감 미디어 시대’ 스포츠 VR
중계·범죄 발생 지역 안내도

Healing IT

Humanities

만성피로 탈출에
도움 되는 운동 앱 4선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의
미래를 위한 실험

Book

Koscom Neighbor

똑같은 경험과 기억도
작은 행동 하나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Koscom News
Briefing

LIFE & IT

Trend

차세대 블루투스 5,
전송 속도와 거리 대폭 개선

비콘 활용도 극대화

이 있고, 이 비콘은 어떤 역할을 수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세

ABI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행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대 블루투스 5의 공식 출시 일정은

까지 전 세계에 3억7100개가 넘는

블루투스 5는 이 브로드캐스팅 용량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블루투스 비콘이 출하될 것으로 전

을 8배 늘려 기기들 간에 더 풍부하

블루투스 관련 기기 제조사들의 신

망된다. 비콘은 공항 내에서 최단

고 지능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

제품 출시 로드맵에도 큰 영향을

빠르면 올해 말 블루투스 5를 선보일 예정이다. 블루투스 4가 채택된 것이 2010년이므로 6년 만에 이뤄지는 메이저 업데이트의

경로를 찾거나 창고 재고 물품을

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페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신형 스마트

변화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루투스SIG가 발표한 공식 기술 사양을 바탕으로 블루투스 5의 변화를 살펴본다.

추적하는 등 길을 안내하거나 정밀

어링을 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폰을 시작으로 이후 각종 주변 기

글 노동균 IT조선 기자

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에서 진

해야만 가능했던 위치 파악이나 길

기와 액세서리까지 속속 블루투스

가를 발휘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안내 등의 기능을 비연결 상태에서

5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비콘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블루투

도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블루투스는 하위 버전과 호환이 되

스 기기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로

다.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긴

기 때문에 두 기기 중 한쪽 기기만

하는 정보를 즉각 전송받을 수 있

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블루투스 5를 지원한다고 해서 두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 블루

터 부품의 대기 전력에도 한참 못

기와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 되는

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 설

기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투스bluetooth의 차세대 버전

미치는 수준이다.

것이다. 기존 블루투스가 속도 문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두 기기 간

치된 비콘이 스마트폰에 바로 신호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높은 버전

인 블루투스 5를 이르면 올해 말부

그 대신 블루투스는 속도가 느린 편

제로 비교적 간단한 신호만 주고받

에 페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 연결

를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듯 블루투

이 스스로 낮은 버전의 블루투스

터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장

이다. 블루투스는 이론상 최대

는 역할에 그쳤다면, 블루투스 5는

이 이뤄진다. 하지만 페어링을 하기

스 5의 브로드캐스팅 용량 증가로

사양에 맞추기 때문에 블루투스 5

최신 버전의 블루투스 4.2의 근간

24Mbps의 속도를 지원하지만, 이는

한층 다양한 기기에 응용될 가능성

전에 특정 기기가 연결 가능한 상태

차세대 비연결 서비스의 등장을 기

의 향상된 성능을 경험할 순 없다.

이 되는 블루투스 4가 2010년 채택

전송 출력을 최대로 높였을 경우에

이 높아졌다.

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

대해볼 만하다.

블루투스 5를 완벽하게 경험하기

됐으니, 무려 6년 만의 메이저 업

만 해당한다. 힘을 잔뜩 뺀 저전력

전송 거리도 대폭 늘어났다. 저전력

하다. 이렇듯 기기들이 아직 블루투

데이트인 셈이다. 그만큼 블루투스

모드에서 블루투스의 속도는

모드에서 10m에 머물렀던 전

스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

5는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블루투

1Mbps로 확 줄어든

송 거리가 블루투스

스 기술 다국적 연합체 블루투스

다. 이 정도면 용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발표한 공

량이 큰 데이터를

식 기술 사양을 바탕으로 블루투스

주고받기에는 답

5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

답하지만, 스트

펴본다.

리밍으로 음악을
끊김 없이 재생하

블루투스 5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블루투스
관련 기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는 기기 모두
새로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한 신호를 뿌려 서로 통신하는 것을

회원사의 신제품 출시 봇물
현재 블루투스SIG의 회원사는 3만

5에서는 4배 늘어

브로드캐스팅broadcating이라고 한

곳이 넘는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원하는 블루투스 규격도 꼼꼼히 확

나 40m까지 신

다. 이를 통해 내 주변에 어떤 비콘

판매된 블루투스 기기는 도합 82억

인할 필요가 있다.

말부터 IT 기기를 구입할 때는 지

호를 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블루투스 전송 출
력을 100mW로

2배 더 빨라지고 4배 더 멀리 쏜다

기에는 충분하다.

블루투스의 최대 강점은 전력 소모

새로운 블루투스 5는

가 적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스

전송 속도를 기존 대비 2배

마트폰 사용자들은 배터리가 빨리

높여 저전력 모드에서도 2Mbps의

부리면 400m까지도 커버할 수 있

닳는다는 이유로 블루투스 켜두는

속도를 지원한다. 여전히 와이파이

다. 전송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것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

에 비하면 현저히 느리지만, 블루투

용 액세서리 외에 가정 내 스마트홈

우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블루투

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

시스템이나 대형 매장의 O2OOnline

중거리 무선 기술 표준

4배

2배

800%

기존 근거리 무선 기술표준

데이터 전송 범위 확장
최대 1,200피트(약 365m)
거리까지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최대 50Mbps(초당 6.2MB) 속도

비연결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용량 향상

높이면 100m까
지 전송할 수 있었으

니, 블루투스 5에서는 욕심을

스 사용 환경(10m 이내 저전력 모

아졌다.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to Offline

드)에서 블루투스의 전송 출력은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기가 다양해

블루투스의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

최대 2.5mW로, 이는 웬만한 컴퓨

지는 만큼 블루투스도 더 많은 기

이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루투스 5의 발전

자료: 블루투스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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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IT

만성피로 탈출에 도움 되는 운동 앱 4선

03 상황별 운동 코칭앱 헬스 플레이어

개발자: 이두바끈

생활, 치료, 다이어트 카테고리별로 한국인에게 필요한 30가지 상

만성피로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 섭취가 필요하다.

황별 운동을 사용자가 쉽게 찾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4회,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조언한다.

시간이 없고, 운동법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살빼기,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 될 만한 운동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글 유병철 브릿지경제 기자

이두바끈, 상황별 스트레칭 등을 만든 개발자가 이 앱을 한데 모아
업그레이드했다.

01

모든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이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시작하

데일리 요가

개발자: 데일리 요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기 전과 운동을 마친 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 한다. 집중적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에 각광받는 것이 요가다. 남들과 어울려 운동

으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에게도 스트레칭은 피로를

할 시간은 없지만, 틈 날 때 잠깐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앱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 스트레

로 데일리 요가가 있다.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칭이나 가벼운 요가, 잠이 올 때나 차 안에서 잠깐 할 수 있는 가벼

앱으로, 40가지 이상의 요가 수업과 350가지 이상의 요가 동작을 제

운 운동법을 제공한다.

공한다. 설치하고 계정을 만들면 자기진단 단계에서 초보자, 중급자,

동작별로 구령과 함께 애니메이션이 직접 움직이며 자세를 알려준

고급자를 선택하고, 운동의 목표 설정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요가

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운동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운동 횟수나

동작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 앱이 제공하는 동작들은 대체로

속도, 준비 시간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 다이어트에 도

10~20분으로 짧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12일 초보자 과정 등의

움 되는 운동뿐 아니라 자주 걸리는 질병의 회복에 효과가 있는 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초보자가 집에서 짧은 시간에 잠깐 운동

동법도 제공한다. 알람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했

하기에 좋은 앱으로, 모든 세션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유료 버전

다. 거의 대부분의 운동법은 무료로 제공된다. 거북목, 일자목 교정

을 구매해야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세션도 많다. 제대로 배우려면

운동, 손목터널 증후군 완화운동 등 몇 가지 운동은 유료다.

전문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맞겠지만 가벼운 체험 및 입
문 목적이라면 이 앱으로도 충분하다. 단점은 유료 버전의 가격이 평

04 워커(Walkr)-주머니 속 우주탐험

생회원의 경우 99달러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발자: 포디자이어

운동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타이완의 인

02

62

Financial IT Frontier·2016 AUTUMN

마이 트레이너 다시

개발자: 도너츠 커넥팅

디 게임 스튜디오 포디자이어의 건강 관련 게임으로, 한국어를 포함
해 총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돼 있다.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11세 천재 소년, 콜린은 발명품인 워커 우주선이

추천한다. 마이 트레이너 다시는 스마트폰 앱의 ‘퍼스널 트레이너’라

우주 속을 탐험하는 때를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해 2년 뒤 졸업식을

할 수 있다. 이 앱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치고 그와 IQ 130의 천재 강아지 도기와 함께 우주로 떠난다. 게이

‘맨몸 운동’을 상세한 매뉴얼로 제공한다. 키와 몸무게, 나이 등을 입

머는 미확인 은하계로 우주선을 보내 다양한 행성을 개척하고 모을

력하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내고, 특정 기간 내 정해진 목표를 달성

수 있다는 게 배경 스토리다. 게이머의 목적은 다양한 ‘별’을 모으는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몇 분

것이다.

동안 빠르게 걷고, 그 뒤 벤트 오버 L레이즈를 몇 회, 싱글레덤벨로

워커가 게임이면서도 운동 앱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플레이를 위해

우를 몇 회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운동의 이름이나 방법이 어렵고 복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워커는 스마트폰의 만보기와 연동된다. 스마

잡해 보인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

트폰을 들고 걸어 다니면 게임에서 필요한 자원인 ‘에너지’를 획득할

록 각 운동의 이름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200여 가지 이상

수 있다. 걸음은 1보에 1에너지, 달리기는 1보에 2에너지를 얻을 수

의 운동 동작 일러스트가 제공된다. 가장 훌륭한 점은 이 앱이 무료

있다. 에너지는 어떤 유료 결제로도 얻을 수 없다. 획득 방법은 오로

라는 점이다. 앱의 개발사인 도너츠커넥팅의 정기남 대표는 “경제

지 움직이는 것뿐이다. 운동을 강요하진 않지만 게임을 더 재미있게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돕기 위해 무료

하려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앱은 광고 유무에 따라 무료와

로 배포한다”고 말했다.

유료로 운영된다.

www.koscom.co.kr

63

LIFE & IT

Book

똑같은 경험과 기억도
작은 행동 하나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경제주체는 덜 합리적이다

생각을 이해하면 행복도 조작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론 중 ‘앵커링(닻 내림) 효과’에

저자는 대장내시경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

대해 살펴보자. ‘리우 올림픽 기념 햄버거 무한정 구매

은 대장내시경 검사가 끝나자마자 내시경을 제거하게

가능’이라는 마케팅 문구보다 ‘리우 올림픽 기념 햄버

했다. B그룹은 검사가 끝나고 내시경을 한동안 두었다

거 하루 1인당 3개 한정 판매’가 훨씬 더 좋은 판매 기

가 제거했다. 검사 후 두 그룹에 재검 의향을 물었더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은 정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

록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1인당 3개라는 기준 설정

니, B그룹이 훨씬 더 높았다.

이 이론을 반박한 대니얼 카너먼의 이론을 읽어보자. 글 박호현 서울경제 기자

(닻 내림)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희소성이 서로

B그룹이 재검 의향이 있었던 건 기억자아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A그룹은 짧은 검사 시간 내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이론은 발생 확률을 무시하는

검사를 고통이라고 기억했다. 반면 B그룹은 검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의 전공은 경

동안 잠깐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길어지며 고통의 정

영학일까, 일어일문학일까. 일문학 전공자일 것이라는

도도 줄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러운 검사로 기억한다는

답이 많겠지만 사실 경영학 전공자일 확률이 높다. 일

것이다.

문학보다 경영학 전공자가 몇 배 더 많기 때문이다. 단

이 책은 마지막에 경험자아, 기억자아를 통해 심오한

순히 문학을 좋아한다는 단서로 시스템 1이 일문학 전

철학적 화두도 던진다. 똑같은 경험과 기억이라도 작

공자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은 행동 하나로 행복과 불행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

경제주체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설

이다. 우리 생각을 더 잘 이해하면 행복한 경험도 더욱

명한다.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은 합리

에서 자유롭게 자동차를 운전한

적으로 움직이지만 실제 시장은 너

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 1의

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다. 비합리

사고체계에서 살아간다. 시스템 2

적인 부분이 많다. 2002년 노벨 경

는 ‘느리게 생각하기thinking slow’다.

제학상을 수상한 저자 대니얼 카너

시스템 1과 반대로 주의와 노력이

먼은 주류경제학의 이단아였다.

필요하다. 연말정산 서류에 지출

이 책은 시장의 비합리적인 모습

내역을 기록한다. 사회에서 자기

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의 행동이 적합한지 생각한다. 시

있다.

끄러운 음식점에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인다. 시스템 2와 관련된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성격의 탄생

저자 대니얼 네틀 지음 | 출판사 와이즈북

“성격은 유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인 행동유전학의 주장이다. 이 책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성공,

모든 인간은 두 얼굴을 가졌다

사고다.

저자는 누구나 알지만 깊이 생각해

이 두 가지 사고체계는 분리된 것

로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들을 수년간 연구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일란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같지만 우리 삶에 섞여 있다. 예컨

성 쌍둥이들은 성인이 된 후 성격 유형이 매우 유사했고, 이란성 쌍둥이들은 큰 상관관계를 보여

대 직장상사에게 분노했다고 하

주지 못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형제들은 타인만큼이나 성격이

자. 시스템 1은 즉각 화를 내라고

달랐다. 유전적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 사람의 성격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고정된 것

명령하지만, 시스템 2는 지금 참아

은 아니라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5대 성격 특성(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이를 ‘시
스템 1’, ‘시스템 2’라고 이름 지었

생각에 관한 생각
저자 대니얼 카너먼 지음 | 출판사 김영사

다. 시스템 1은 ‘빠르게 생각하기
thinking fast’

실패, 이혼 등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행동유전학자들은 각기 다른 가정으

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인 성격이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내향적일 수도 있다. 단지

체계다. 쉽게 얘기하면 직관이다. 책에선

야 한다고 말한다. 두 체계가 조화로운 사람이라면 ‘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각 없이 빠르게 작

를 내기보다 조직 분위기에 맞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동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정도로 결론 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행동경제학

부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성격이 좋고 나쁨은 환경에 적합한가와 관련 있다. 저자는 신경성이 높

소리가 난 곳에 시선이 간다. ‘대0민국’이란 단어에 있

의 기본 전제다. 주류경제학의 인간 모델에선 시스템 1

은 사람은 과거 포식자 환경에서는 생존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격의 장점과 혜택

는 빈 칸에 ‘한’이라는 단어가 즉각 생각난다. 빈 도로

은 없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만 있을 뿐이다.

을 십분 활용해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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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환경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성격이란 것은 없
다고 밝힌다. 신경성은 우울함, 낮은 자부심, 정체성 불안과 같은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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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Ink Hunter’, 곳곳에 메시지를 남

‘실감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360

기고 이를 찾는 ‘왈라미WallaMe’, 범

가상현실

도 동영상이 갖는 혁신성과 호기심

죄 발생 지역을 안내해주는 ‘스폿
크라임SpotCrime’ 등 많은 종류의
증강현실 앱을 선보이고 있다.

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콘텐츠

주 활용 분야
엔터테인먼트

가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

게임 서비스

는데, 산타클로스 애니메이션을

마케팅 활용 기업 늘어나

‘이브 : 발키리EVE Valkyrie’
‘불릿 트레인Bullet Train’
‘더 클라임The Climb’
‘섬머레슨Summer Lesson’

360도 동영상은 양적으로나 질적

테마파크 서비스

도날드, 가상현실 영상으로 자사

으로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제

미국 ‘식스 플래그Six Flags’: ‘가상현실 롤러코스터’
영국 소프 파크Thorpe Park’: ‘VR 고스트 트레인’

의 신차(XC90)를 테스트 드라이브

만든 코카콜라, 해피밀 박스를 카
드보드형 가상현실 기기로 만든 맥

작되고 있다. 미국의 넥스
트VRNextVR는 스포츠 분야의 360
도 동영상 제작 업체로 가장 앞서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용 가상현실 게임 ‘섬머레슨’의 화면.

있는데, 폭스스포츠와의 파트너십
을 통해 NBA, 미식축구, 나스

‘실감 미디어 시대’
스포츠 VR 중계·범죄 발생 지역 안내도

카Nascar 등의 경기를 360도 영상
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가상현실
방송으로 중계방송을 한 적이 있
다. 지난 3월 26~27일 열린 KT위

실감 미디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은 최근 가상현실(VR)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즈의 시범 경기에서 1루와 3루, 포

글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사진 연합뉴스

수석에 설치된 가상현실 촬영용 카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의 ‘기어 VR’이나 골판지

췄을 뿐만 아니라 전달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

폰에 있는 앱을 통해 감상했다. 이

로 만든 ‘카드보드’를 통해 일반 사용자 역시 이

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고 다양한 결과

처럼 스포츠와 연계해 방송사 역

를 경험할 기회가 빈번해졌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

물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 가상현실 콘텐츠에 많은 관심

들은 가상현실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

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신라역사여행’

을 갖고 있다. 대중 가수의 콘서트

아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최근에는 무

이나 문화재청의 ‘고궁박물관’, 경상북도의 ‘경북나드

나 뮤직비디오도 활발한 분야인

부를 위해 멋진 허니문 여행지를

증강현실
주 활용 분야
GPS·앱 등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서비스

구경할 수 있는 텔레포터Teleporter

GPS 활용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신라역사여행’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경상북도 ‘경북나드리’
창원시청 ‘창원관광

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를 만든 매리어트호텔 등의 동영상
이러한 콘텐츠의 양적 성장은 결국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가상현
실 생태계를 이루는 데 주요한 역

앱 활용 서비스
교육용 증강현실 앱: ‘큐리스코프Curiscope’,
‘스타 차트Star Chart’
문신 도움 앱: ‘잉크 헌터Ink Hunter’
메시지 알림 및 위치 서비스 앱: ‘왈라미WallaMe’
‘범죄 발생 지역 안내 앱: ‘스폿크라임SpotCrime’

메라 3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을 전송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할 수 있게 만든 볼보Volvo, 신혼부

할을 하게 된다.
가상현실 관련 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디스플레이
에 구현되는 영상 콘텐츠와 관련
된 시장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360도 동영상

있다. TV, 모니터, 모바일 기기 등

주 활용 분야
방송 및 촬영

디스플레이에서 재생되는 영상 콘

스포츠 방송 활용 서비스
넥스트VR: NBA, 미식축구,
나스카 등 경기에서 360도
영상 제공
KT위즈: 국내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360도 영상 제공

텐츠 분야는 이론적으로 모두 적용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가상현실 시장의 무한한 성

콘서트·뮤직비디오 활용 서비스

장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가상현

료뿐만 아니라 유료 콘텐츠가 소개되면서 콘텐츠 장르

리’, 창원시청의 ‘창원관광’은 이미 2011년에 서비스를

데, 지난해 5월에 선보인 아비치

나 범위 역시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시작했고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전자상거래, 기업용

Avicii의

‘웨이팅 포 러브Waiting For

증강현실AR은 전용 기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즐길

앱 등에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소개된 대표

Love’는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뮤

수 있다. 2014년에 제한적이나마 판매됐던 구글 글래

적인 콘텐츠를 보면 올해 4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직비디오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스가 대표적 기기이며 최근 소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디고고에서 성공적으로 펀딩에 성공한 ‘큐리스코프

에서도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가 ‘배드Bad’라는 곡을

용의 투자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

홀로렌즈Hololens가 대중의 기대를 받고 있다. 증강현실

Curiscope’는

티셔츠에 마킹한 코드를 읽음으로써 몸속

360도 동영상으로 만들며 공식 뮤직비디오로 선보인

현실 콘텐츠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

은 가상현실보다 기술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고 스

장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용 증강현실 앱을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보급형 카드보드 HMD를 구독

상이 될 것이다. 결국 킬러 콘텐츠 또는 웰메이드 콘텐

마트폰은 위성항법장치GPS,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장

소개했고 별자리를 소개해주는 교육용 앱인 ‘스타 차트

자에게 배포하고 360도 동영상 앱을 통해 360도 동영

츠가 시장에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실감

착돼 있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

Star Chart’,

상을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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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새기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인 ‘잉크 헌

아비치Avicii : ‘웨이팅 포 러브Waiting
뮤직비디오
인피니트: ‘배드Bad’ 뮤직비디오

For Love ’

실 롤러코스터’처럼 현존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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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문학,
인문학의 미래를 위한 실험

전에도 인문 분야의 연구 자료를

교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교육 영역에서 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학자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

목하는 사실은 현대의 교육 수요자

연구 편의를 돕는다든지, 전자책을

을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들이 이른바 ‘디지털 원어민digital

만들어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일

을 활용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natives’이라는

이 적잖게 있었다. 필자가 우리나

새로운 연구·교육 성과를 도출하

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디지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라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 <조선왕

고 이로써 인문학의 사회 기여를

털 기술 활용을 예사롭게 생각하

창조적 저작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알아본다.

조실록>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는 차세대가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

글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 교수

편찬하고 CD로 간행한 것이 20여

점이다. 어렸을 때부

으로 인문 지식을 배우고 응용하

년 전인 1995년의 일이다.

디지털과 인문 지식의 융합 가속화

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 능력을

‘인문학 자료 전산화’라고 하던 이

연구 방법 면에서 기존 인문학과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런 종류의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

비교되는 디지털 인문학의 특징은

것이 교육 영역에서 디지털 인문학

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나의 연

‘소통과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대

이 기여하고자 하는 일이다.

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변할 수 있다. 개인 연구를 위주로

우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역사적

디지털 인문학이란

고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두 가지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종래의 인문학이 숲보다는 나무

사건과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유물

‘디지털’과 ‘인문학’이라는 두

노력을 말한다.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

‘누가 하느냐’에 있다.

를 보는 한계를 가졌다면, 디지털

과 유적, 기록물로 남은 역사의 자

단어의 조합을 생소하게 여기는 학

2008년 미국 인문학재단National

하고자 하는 인문계 연구자들이

‘인문학 자료 전산화’는 정보 처리

인문학은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취가 어떤 연관 관계를 이루는지

생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다.

Endowment for Humanities, NEH이

디지

2015년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지향한다. 혼자 하는 연구

지식 노드의 관계망으로 표현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백화점

털인문학지원단Office of Digital Huma-

를 결성하는 등 디지털 사회에서

인문학 연구자와 교육자, 피교육자

에서 공동으로 하는 연구로, 나아

고, 근현대 문학작품의 공간 배경

은 어디인가요?”

nities, ODH을

인문학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법을

를 위해 인문학 자료를 디지털 데

가 모든 개별 연구가 공동 성과로

을 전자지도를 통해 시각화한다.

“메이시스, 헤롯, 신세계….”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지원을 강화하

찾고 있다.

이터로 전환해 자료 이용의 편의를

결집되도록 하는 연구가 디지털 인

또한 연구와 수업에서 탐구한 지식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은?”

면서 디지털 인문학은 미국뿐 아니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말이 학계와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학이 추구하는 연구 영역에서의

으로 위키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반스앤노블, 교보문고….”

라 세계 대학의 새로운 관심사로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자와

목표다.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 관련 지식

설치하고 각 대학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박물

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관은? 백과사전은?”

이러한 활동이 이제 막 걸음마를

“….”

시작한 디지털 인문학교실의 현장

눈치 빠른 학생은 어느새 질문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가 그러하듯이 디

“인터넷이요!”

지털 인문학은 당장은 그 성과가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

미약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

을 디지털 세계에 의존하고 있고,

양한 실험적 탐구 속에서 디지털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 인문 지식의 융합은 더욱 가속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교육, 연구

화될 것이다. 이 세계를 경험한 젊

활동도 디지털 세계와 무관하지 않

은이들이 이끌어 갈 다음 세대의

을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디지털 인문학은 미래 사회에서 인

Humanities’이란

문적 학술 활동이 담당해야 할 역

디지털로 표현하고

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발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
문 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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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자료 전산화 예시,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1995년 간행).

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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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크고 작은 노력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코스콤 임직원의 봉사활동 현장을 담아본다.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화합을 확인하는 자리
다문화IT교실 발표회 개최
지난 8월 20일 서울 종로 가나의집에서 코스
콤이 3년째 후원 중인 다문화가정 IT교육 사
업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정보
기술IT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코스콤이 후원하고 있으
며, IT 교육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

다문화IT교실 발표회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오감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올 한 해만 총
326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치기 시작해 5시 30분부터는 지역 봉사자들

교육반이 각각 1년 동안 배운 성과를 발표했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전하며
감동 주고받은 추석명절 사랑나눔 행사

는데, 특히 프로그램밍 언어 스크래치를 활용

코스콤의 임직원들이 지난 9월 6일 경기도 안

행됐다. 배달을 담당한 지역 봉사자들과 사회

해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발표할

양센터 잔디밭에서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복지시설 담당자들은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현

때에는 발표장 여기저기서 칭찬과 감탄이 이

을 위한 명절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장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음식을

어지기도 했다. 발표회 말미에는 1년 동안 성

여전히 낮 시간에는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

구입해 전달하는 데 그치는데 이렇게 직원들

실히 교육을 이수하고 우수한 발표를 한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정연대 사장을 비롯한 임직

이 직접 전을 부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

과 가족들에게 시상이 있었고, 가족이 함께하

원 25명은 뜨거운 태양과 불 앞에서 200인

고 전하며, “덕분에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풍

는 모자 춤과 현악기 앙상블 연주까지 곁들어

분의 전을 부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양시

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져 따뜻하게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만안구 14개 동과 어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다문

려운 사회복지시설 3곳 총 200여 가정에 송

코스콤 임직원 일동은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

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

편과 전,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대신시장에

한 음식과 선물을 받으며 크게 기뻐하는 이웃

요한 성원으로 자립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

의 모습에 오히려 감동했으며, 함께 나눌 수

모습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사랑

됐다.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모았

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사랑나눔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전을 부

다.

이날 발표회에는 어머니IT교육반과 청소년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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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순서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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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코스콤, 핀테크 기업 11곳과 업무 협약 체결

KOSCOM
News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 간 고속도로 뚫렸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고속도로가 뚫렸다.
새로 오픈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
발할 때 필요한 조회·이체 기능 등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 증권사가 표준
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8월 30일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투업권)을 중심으
로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통식을 가졌다.

코스콤은 지난 9월 6일 서울 여의도 본사 핀
테크 세미나실에서 오픈 플랫폼 이용을 신청
한 기업 11곳과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기반 상호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
및 개인자산관리, 투자알고리즘 트레이딩 솔
루션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중
견기업이다. 향후 코스콤과 자본시장 핀테크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협업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픈 플랫폼에 필요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상호 제공하고 각 상품에 대한 홍보 지
원, 공동 사업이나 영업을 위한 협업 등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협약을 맺은 핀테크 기업은 △가람애널리틱스 △두물머리 △시그니처무브컴퍼니 △SBCN
△QARA △빅트리 △YesStock(예스스톡) △앤톡 △라이프가이드 △트레뉴 △다음소프트 등이다.

코스콤 창립 39주년 기념식
개최
코스콤은 지난 9월 20일 본사 강당에서 창
립 39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정연대 코스
콤 사장은 기념사에서 “자본시장 IT 시스템
의 초석을 다지고 이끌어 온 지난 39주년을
바탕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와 변화에 대
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만반
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외부 직원 공로상 표창 및 장기 근속 직원
에 대한 근속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70년대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듯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 글로벌화를 이
루고 혁신 금융 산업을 만드는 데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어야 했다. 게다가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 출시를 해도 여타 B·C은행과 호
환이 되지 않아 협약부터 개발까지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했다. 핀테크 오픈 플랫
폼은 이러한 불편을 없앴다.

코스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K PaaS-TA’ 오픈
코스콤이 직접 구축, 운용한 금융권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
인 케이 파스-타K PaaS-TA가 9월 9
일 시범 서비스됐다. ‘파스-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
원(NIA)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만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
폼으로 누구나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코스
콤은 최근 4개월간 ‘파스-타’의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방화벽 등 보안체
계 △오픈 파스Open PaaS 운영을 위한 포털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체 클라우
드 브랜드 ‘케이 파스타’를 출시, 이번에 무상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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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요강 설명회 개최
코스콤은 9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
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
여요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스콤
은 △테스트베드 참여 자격조건 △알고리
즘 조건 △심사프로세스 소개 △참여신청
절차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
을 맡고 있다.
설명회를 진행한 강석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장은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해킹 방
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확인하는 테스트베드의 기본 운영
방안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8월 29일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
반기 중 금융 회사의 자산 운용 상담 인력을 대신할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스콤, 증권업계 지문 인식 솔루션 보급…생체인식 활성화 앞장
코스콤이 국내 증권사들에 스마트폰으로 지문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
코스콤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인증 절차를 넣은 안드로이드·애플 운영체제용 인증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 지난 8월부터 증권사들에 배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증권사들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지문인증 기능을 적용
할 수 있다. 올해 6월 FIDO(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 방식) 인증을 취득한
코스콤은 홍채인식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스콤은 휴대전화 내부 저장소에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하고 전자서명을 추
가해 보안성을 강화한 ‘Z 사인’ 서비스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콤의 인증 솔루션은 지문인증과 기존 공인인증을 접목한 기술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코스콤-에버스핀, 오라클과
유럽 진출 위한 MOU 체결
코스콤이 투자 및 육성, 공동 사업을 진행 중
인 핀테크 스타트업 에버스핀이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과 공동 마케팅 계약을 맺고 유
럽 수출길을 열었다.
코스콤에 따르면 7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
린 핀테크 지원센터 주최의 ‘핀테크 데모데
이 인 런던’ 행사에서 에버스핀이 미국 캘리
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매출 규모 세계 2위
의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과 유럽 진출을
위한 파트너 계약MOU을 체결했다.
안의 보안 모듈이 외부로부터의 해킹 방지
에만 주력한 반면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는
일정 시간마다 보안 모듈을 새로이 생성돼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이 오라클과의
계약 성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ISA이 마련한 ‘바이오정보 연계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구현 가이드라인’
을 준용해 개발됐다.
이재규 코스콤 정보사업단장은 “로그인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문 등 속도에 민감한 증권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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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증권사 IT 이슈
7月

8月

1日	코스닥시장 개설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1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 전문가 강연, 기업 경영진 IR 행사를 통해 전문 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활성화 도모

	코넥스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주식 의무편입비율 및 코스닥 공
모주 우대배정 비율 상향 조정

12日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공고

1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코넥스 상장법인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공시하도록 항목 신설

	시장조성거래 해지거래를 위한 계좌 사전 신고 등 시장조성거
래 위험관리의 편의성 제고

12日 KRX 시장감시위원회, 아시아 자율규제기관 세미나 개최
	증권시장의 발전 경험 및 투자 문화 유사한 아시아 지역 자율
규제기관 간 협력 강화 취지

9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
	순가치변동증거금 산출 시 포지션을 기준 만기별로 구분해 증거
금률 적용 방식에서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식으로 변경

13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고시

23日 준법경영 확립 및 위법성 영업관행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조문 개정

	준법감시협의회 주최, 내부통제 제도개선 등 연구팀의 준법경
영 확립방안 공유

15日 미니코스피200선물 상품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개편

24日 인공지능형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발표

	자율공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정보의 자발적 제공
위해 자율공시 항목 신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시장감시 시스
템 구축 추진 계획 발표

26日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 신설
	거래 미미한 원월물(만기가 최근 월물보다 뒤에 설정된 종목)
의 유동성 증진 등 효과 기대

키움증권, 종목발굴 알고리즘 스토어
로보마켓 오픈

현대증권, 해외상품 통합 모바일 서비스
글로벌 에이블 오픈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채권 홈페이지
매매 서비스 개발

투자자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 선택 가능 키
움증권은 8월 9일 금융공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종목발굴 알고리즘 스토어 로보마켓
을 오픈했다. 로보마켓은 로보스탁, 뉴지스
탁, 퀀트, 영웅로직, 알파트레이딩, 따블로
등 총 6개의 서비스로 구성됐다. 상장 종목
의 10개년 주가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
적의 타이밍에 알파 종목을 추천하는 로보
스탁, 계량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천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뉴지스
탁 등 서비스마다 특장점이 다른 게 특징이
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적합한
서비스를 체험해본 후 가입할 수 있다. 로보
마켓 서비스는 MTS 영웅문S와 HTS를 통해
제공된다.

해외주식, 해외선물·옵션을 한곳에서 매매
현대증권은 8월 22일 해외 주식과 해외 선
물·옵션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매매
하는 통합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글로
벌 에이블Global able을 오픈했다.
지난 5월 출시한 글로벌 에이블은 현대증권
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해외 주식 MTS이
며, 이번 통합 오픈으로 모든 해외 상품을
한곳에서 하나의 앱으로 매매 가능하다.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 주식·선
물, 옵션 주문 및 시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
으며, 실시간 환전도 가능하다. 세계 주요
증시 및 경제에 대한 투자 정보, 고객이 설
정 가능한 퀵 메뉴 등 고객 중심 콘텐츠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다변화 및 안정된 수익 창출
제공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
으로 홈페이지에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NH
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통
해 투자 가능한 채권들을 쉽게 확인하고, 원
하는 채권을 바로 매매할 수 있다. 홈페이지
에서 제공되는 채권은 주로 국고채, 물가연
동국채 등 국채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우량 회사채를 선별 제공해 판매 상품 범위
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는 원리금보장 상품
에 편중된 퇴직연금 자산의 다변화를 꾀하
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중금리 이상의 안정
된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함이다.

9月
1日 코스닥시장 간접투자설명회 개최
	2015년 10월 이후 코스닥 150 관련 ETF 상품 상장, 코스닥시장
전체에 투자 가능한 간접투자상품 라인업 홍보

27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고
	창업·벤처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범위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범위 마련

7日 코스닥시장 붐업Boom-Up을 위한 프리미어 컨퍼런스 개최
	한국거래소와 한국IR협의회 공동 개최, 코스닥시장 기업 30개
사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마케팅 행사

28日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추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자율공시항목 정
비, 자율공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9日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규정

28日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 개정 발표

안사전예고
	중기 IB 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중간평가 후
교체 절차, 평가제도 개선 반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및 창업기획자(엑셀러레
이터) 등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

12日 KRX금시장 협의대량매매 개선 및 LP결제수수료 면제

28日 상장이익 증여과세 대상 범위 조정 발표

	KRX금시장 활성화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 개선, 유동성공급자
(LP) 결제수수료 면제, 호가공개 범위 확대

상장시장 범위 축소 - 코스피·코스닥으로 한정, 코넥스 제외

12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범위 개선 시행
29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일 계열 금융 회사의 법정 한도 초과 시 주식 소유 승인 심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행정 효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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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호가 상황에 맞춰 호가가격범위 개선해 매매 체결률 향
상,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 범위 단순화로 시장참가자의 이해
도를 제고하고자 함

삼성증권,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New mPOP 오픈

한국투자증권, 트루 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

해외주식·트레이딩·자산관리 MTS 하나로 통합 삼성증권은 9월 5일
계좌 개설. 국내외 주식과 금융상품 거래, 포트폴리오 투자와 퇴직연
금 관리 등 자산관리 전반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MTS, New mPOP
을 선보였다. 모바일 거래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메뉴 조작과 정보 입
력을 최소화하고, 금융상품 투자는 쇼핑몰과 같은 편리한 거래환경
을 구축했다. 또한 간단한 조
작만으로 맞춤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ios용은 앱
스토어에 9월 중 오픈되며,
기존 MTS인 mPOP도 12월
까지 서비스가 유지될 예정
이다.

투자자문사 선택과 상품 가입 돕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은 9월 5일
투자자문사 선택과 상품 가입을 도와주는 트루 어드바이저True Advisor
서비스를 선보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권유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
결한 21개 자문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을 분석해
상품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 및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시 1대1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한
국투자증권은 자문사 선택부
터 상품 가입,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갖추
고, 우수 자문사 라인업 구축
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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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조수연

지난호에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 도입’을 소개한 글이 게
재됐는데, 호가일괄취소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구제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커버스토리에서 다룬 ‘플랫폼 비즈니스, 오픈 아키텍처’에 대
한 글을 읽고 오픈 아키텍처 기술을 통해 환경, 건축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Happy Quiz
? ?

독자퀴즈 당첨자 명단
<온·오프라인 당첨자 명단>

01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하

강윤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이한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는 현상을 빗댄 용어로, 신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김규섭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임 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따라 기존 산업 체제가 변화하거나 위협받는 순간

김미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정창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구죽전로

김유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조수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박희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조영민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방주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채은석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서재경 |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최하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조회·이체 기능 등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모든 은

설지연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최황숙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행·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

이선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한승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준임 |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해 인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힌트: 28P

02

엇인가요? 힌트: 38P

03

코스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구축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름은 무
엇인가요? 힌트: 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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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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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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만드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코스콤이 만드는 금융IT 전문
사외보 Financial IT Frontier가
2016년 가을호(통권 264권)를 끝으로
종이시대를 마감합니다.
Financial IT Frontier는 이제 웹진으로 재탄생,
접근하기 쉽고 쌍방향 소통 가능한 매체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Financial IT Frontier의 새 출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www.kosc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