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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TREND

GLOBAL IT NOW

예산으로 알아보는 2018년 IT 산업 발전 동향

2018년에도 IT 산업은 순풍에 돛 단 듯

클라우드 서비스, 대안에서 핵심으로
기업들은 예산 투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부
문으로 하드웨어(31%)를 꼽았다. 그 뒤를 소프
트웨어(26%), 호스트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정보기술(IT)의 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의 IT 컨설팅 기업 ‘스파이스웍스(Spiceworks)’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다. 스파이스웍스가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예산. 돈의 흐름을 보면 IT의
청사진도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21%), 관리 서비스(15%) 등이 꼽혔다. 여기서

글 편집부

크게 늘어나는 부문 중 하나다. 이에 반비례

2018년 IT 예산 변화 예측
44%

Total

43%

증가

변동없음

감소

모름

주목해야 할 부문은 단연 클라우드 서비스다.
여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
중이 크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년 투자가

클라우드 인프라에 기반한 최근 업무 비율

42%

41%
29%

28%

는 추세다. 실제로 응답 기업 중 66%는 호스

23%

22%

트와 클라우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스파이스웍스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1000

술(AI, 3D프린팅, VR 등)에 대한 흥미로운 신

대기업(직원 5000명 이상 기업) 중 72%가 이

명 이상의 IT 바이어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이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첫째, IT 예산은 2018년에 성장세 또는 최소한

12%

밝혔다.
통신

디지털
CRM/
마케팅/
콜센터/
회사 웹사이트 영업자동화

백업/재해복구 생산성 앱

ERP/
재무/
인사

소프트웨어
개발

이커머스

은 자연히 고용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야도 마찬가지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IT

둘째, 글로벌화와 모바일 작업 환경 확산은 클

에 대한 투자를 올해(2017년)와 마찬가지로 아

응용하는 기업들도 발빠르다. 응답 기업의

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다.

끼지 않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40% 이상은 이미 IT 자동화를 이용하고 있

셋째,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투자 분야가 있으

조사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4%의 기업이 예

고, 그중 40%의 응답 기업은 고급 보안 솔루

니 바로 보안 부문이다. 몇몇 기업은 보안문제를

산을 증액할 것이라 밝혔고, 43%의 기업은 올

션을, 30%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및 스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

해(2017년)와 마찬가지의 금액을 유지하겠다

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인 ‘버추얼 SAN’을 이용

마지막 넷째 이슈는 IT 자동화부터 새로운 기

고 밝혔다.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 기업은 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 IT 예산보다 19% 정도 증액을 예상했다.

현재 기업의 29%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반면 예산을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11%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하

불과했다. 이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장

는 기업은 18%, 13%의 기업은 인공지능(AI)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

도입했다. 2018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될 것

석이다.

으로 보인다. 아직 위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돈이 흐르는 곳엔 인재도 모이기 마련이다. 응

기업들 중 19%는 내년(2018년) 중 IoT를 도입

답 기업의 60%는 내년(2018년) 기업이익이 증

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17%의 기업이 AI를,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증가한 수익

14%의 기업이 VR에 주목하고 있다고 대답했

2018년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으

을 신기술에 투자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다. 이런 경향은 대기업일 수록 친화적이었다.

로 보인다. IT 발전이 2018년을 어떤 한 해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전문적

직원 수 1000명 이상 기업 중 30%는 이미

만들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

으로 다루는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AI를 도입했고, 나머지 25%도 2018년 도입할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보인다.

예정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관련

다.

7%

15%

하드웨어

31%

호스트/클라우드
서비스

21%

소프트웨어

26%

10%

8%
2%

별천지 새로운 기술과 함께 나아가는 IT
신기술 발전의 가속도가 매섭다. 그리고 이를

관리 서비스

FINANCIAL IT FRONTIER

19%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예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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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풍족한 예산 투자로 기술 발전도 ‘쑥쑥’
돈이 흐르는 곳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IT

2018년 IT 예산 배정 비율

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해 하드웨어 항목 투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

크게 4가지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다.

11%

R&D/
엔지니어링

공급망
관리

고성능
컴퓨팅

기타

2018년 IT 인력 변화 (회사 크기에 따라)
32%

1-99

37%

100-499

64%

1% 3%

57%

6%

500-999

61%

34%

5%

1,000-4,999

62%

31%

6% 1%

70%

5000+

15%

11%

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증가

변동없음

감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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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TREND

COLUMN

금융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제언

의 손익이 증대했는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최근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정보기술(IT) 화두 중 하나는 클라우드(cloud)다. 특히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선택지 중 하나로 클라우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클라우드 도입이 유독 다른 산업에 비해 신통치 않은 성과를 내는 곳 또한 금융권이다.
감독당국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금융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분위기는 클라우드를 어차피 넘어야 할 ‘미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례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벤치마킹을 수행할

글 이형로 투이컨설팅 상무

만한 사례는 없다. 제도적, 법률적 장벽이 있다

수 있다. 많은 외국 기업의 성공 사례와 비용 감
축의 효과만큼 국내 금융권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선도적으로 수행한 금융권도 비용
의 투자만 발생했지 명확한 효과를 증명한 사
만한 확실한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가?”다. 첫
째 고려사항과 연관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국
내 금융기관 중 벤치마킹을 수행할 만한 사례
가 거의 없다. 즉, 일부 비핵심적인 업무는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감할
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성공 사례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시도를 의사결

4

FINANCIAL IT FRONTIER

정 할 만큼 감독당국의 규제가 완화됐는가?”

대상 선정 시 처리 정보,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다.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성, 시스템 중요도, 시스템 용도, 시스템 이용자

왜 클라우드여야만 하는가?
현재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

우드 브랜치’를 출시했으며, KB국민은행은 2017

금융기관은 필수적으로 재해복구(DR)를 구축

수를 고려사항으로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클

년 9월에 대화형 뱅킹 앱인 ‘리브똑똑(Liiv Talk

해야 한다. 과연, 누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라우드 서비스 불가 시스템으로는 고유식별정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이다. 사용

Talk)’을 오픈했다. 해당 앱에서 나눈 대화는 아

까? 특히, 국내 금융권의 특징은 매우 보수적임

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과 이를 송

한 만큼 비용을 지급(pay per use)하기 때문에

마존 AWS에 저장된다. 이러한 금융권의 사례

을 인식해야 한다.

신·수신 또는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편의성이

에도 불구하고 중요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최고경영자(CEO)급 임원이나 실무 기획자들도

있다. 이는 실제로 금융권의 모든 시스템이 해

다. 별도의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없기에 관리

전환해 이루어낸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당한다. 가이드상에서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의

가 쉽고 항상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2016년 11월 이후 2017년 4월까지 전자금융감

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하기 위한

하는 것은 홍보용 홈페이지, 실시간 주식시세

있다. 셋째, 유연성이다. 소프트웨어(SW), 하드

독 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된 비중요 정보처리

변화의 동인(change driver 또는 change

데이터 제공 시스템, 인터넷 메일 시스템, 그룹

웨어(HW), 네트워크(NW) 등에 직접 투자할 필

시스템 지정을 받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례는

enabler)은 찾지 못하고 있다. 즉, 금융권 자체

웨어, 회계 시스템, 비업무용 인터넷 전용 개인

요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유롭게 트랜잭션

총 24건이다. 카드가 10건, 보험 6건, 증권 4건,

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용컴퓨터(PC),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스템 등을

(transaction)을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기타 3건이며 은행은 1건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사례로 들고 있다.

‘금융권 클라우드 개발 사례는 비중요 시스템

보호와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

현재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북미 지역 인터넷뱅킹

부분에 일부 존재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서

실무적 관점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로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에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도입해 운영 중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실무자들은 항상

고려해야 할 사항
최근 금융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다. 이를 계기로 2017년 6월 신한금융지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실제

핵심 시스템(예: 계정계, 정보계, 승인계, 거래계

아마존과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전략적

로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의 효과가 증명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NH농협은행은 클라우

됐는가?”다.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의 효과는

가이드는 금융보안원(2016년 10월, 금융권 클라

할 점이 있다.

드를 통해 기업자금관리(CMS)를 해주는 ‘클라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의 추가적인 확보와 기업

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이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 국내 금융업에서 IT 관점의 업무 형태가

등)을 클라우드화하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야

AWS
Amazon Web Service.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구비해 놓고
사용자에게 인프라를
대여해주며, 사용자는 각
장비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한국의 경우 2012년에
AWS한국지사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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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지정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절차

클라우드
이용대상
비중요정보처리

정보보호 위원회

비중요정보 처리

시스템 대상 선정

심의/의결

시스템 지정

보고서 작성

클라우드
도입

클라우드
이용

검토
❶ 제공자 선정
❷ 제공자와 계약

❶ 보호대책
❷ 내부시스템과 연계

❸ 이전 및 전환 계획

6

FINANCIAL IT FRONTIER

❶ 서비스 수준 관리
❷ 클라우드 자산관리

지 않다. 클라우드 전환의 대표적 고려사항으

국이 금융위원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는 중요하

(Fintech test bed)처럼 금융공기업은 민간보다

로세스는 간소화하거나 생략 가능한 형태로 정

로 U2L(Unix to Linux)이라는 기술을 언급하

지 않다. 전 감독당국의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개인신용정보의 보유량이 그리 많지 않고, 대

리할 수 있어 클라우드 방식에 최적화할 수 있

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서버 가상화, 분산화,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 업체에 클라우

부분 유일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러나 IT 관점의 프로세스는 해외 금융과

U2L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많이 됐

드 전환을 독려할 수밖에 없고, 해당 금융기관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금융 단말은 수많은 주

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

둘째,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보안이 중요할 뿐

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다. 클라우드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지막으로, 레그테크(Reg Tech)에 클라우드

단말 등 서버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운 형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제언
활성화 제언에 앞서 모든 일은 전략과 방향성이

고도화됐거나 검증됐다. 우리가 풀어야 할 핵

퍼스트 전략을 도입하자. 레그테크는 각종 규제

로 업무가 구성된다. 고객은 더미(dummy) 역

중요하다. 금융업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전략을

심은 보안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

및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할을 수행하고 모든 로직은 서버에서 수행돼야

수립할 수 있다. 국내 금융업의 본질은 바로 ‘규

는 클라우드 도입의 마지막까지 실무자들을 어

준법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레그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산업(regulation industry)’이라는 것이다. 반

렵게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테크의 특징은 규제와 법규 등이 지속해서 변

둘째, 하나의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생각보

도체,전자 등 세계적인 업체와 무한경쟁을 수행

관련된 기술도 이미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 그

경되고 추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다 매우 많은 대외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국

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인허가권, 시스템의 보

럼 하나 남은 과제인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나면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기도 한다. 금융사

내 금융의 특징이 업종별로 세분돼 있기에 발생

안성 심의 등 모든 권한을 규제라는 틀에서 움

보안 관련 제도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입장에서는 새로이 요구되는 규제 등을 클라우

하는 현상이다. 모 은행의 대외 인터페이스 종

직이는 것이 바로 금융업의 본질이다. 현재의

셋째, 금융사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렵다

드를 통해서 해결하는 원칙을 차근차근 도입한

류만 수천 개가 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규제로는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

면 해외에서 찾아보고 먼저 적용하자. 금융기관

다면 금융 산업 전체의 법규 준수와 비용 절감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화는 불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의 핵심 시스템

은 많은 해외 점포와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이행)

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

중 규제가 약한 동남아 지역 등의 시스템을 클

혹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

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현재

라우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이

데이터 전환이다.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

의 금융 규제상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며, 해외지점의

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

기 위한 고려가 없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

해보고자 한다

클라우드화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를 국내에

다. 하지만 금융업은 그럴 수 없다. 현재 상황에

용이 불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의 신규 구축 시

첫째, 감독당국의 성과평가(KPI)에 금융권 클

적용하는 것은 각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정

스템이 클라우드로 구현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라우드 승인 실적을 반영한다. 이 방식이 가장

볼 만하다.

부는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정부와 금융

이유는 바로 데이터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간단한 해결책이다. 법률을 바꾸는

넷째, 금융공기업을 선두주자로 이용하자. 국내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HW, NW, SW 등의 기술은 중요하

것은 많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또한 감독당

에서 시행된 바 있는 핀테크 테스트 베드

다.

변 장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분증 스

❶ 클라우드 전환
및 종료

❸ 재해복구 및
침해사고 대응

글로벌 프로세스와는 매우 다르다. 비즈니스 프

캐너(scanner), 비밀번호 입력기, 이미지 처리

사후관리

금감원 적합성

❶ 지정 기준
❷ 지정 절차

최고경영자(CEO)
급 임원이나 실무
기획자들도 앞으로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하기 위한
변화의 동인
(change driver
또는 change
enabler)은 찾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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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안에서의
금융 서비스, 커넥티드 카 커머스

경제 서비스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오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차에서 주문부터 계산까지 척척 가능해진다. 자동차가
직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디바이스가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커넥티드 카 커머스(connected car
commerce)라고 한다. 자율주행차가 소비자의 금융 생활도 바꾸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대의 커넥티드 카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동차 산업 동향: 2016 사물인터넷(IoT) 연결 스마트 자동차 및 차량

그 밖에 자 동차 유지관리 서비스(c a r
maintenance) 및 세차 서비스 등에도 활용된다.

100
단위: Millions

시장조사 업체인 BI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생산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약 9400만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인 주니퍼 리서치는 2022

50

년까지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소비가 커넥티드
카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글 신성철 오윈 커넥티드카 커머스 대표

했다.

2015E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자료: www.businessinsider.com

자동차가 금융 플랫폼이 되는 미래 사회
커넥티드 카 커머스는 결제수단과 연동되는 디

이동수단이 아닌 탑승자의 또 다른 생활 환경이

지털 아이디를 자동차에 부여해 자동차 자체가

커넥티드 카 커머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

결제 플랫폼이 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

장 큰 가치는 탑승 중인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않

인들은 많은 시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낸다. 운전

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

자는 운전 중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음악을 듣거

이다. 예를 들어, 주유 시 유종과 금액 등을 주

나 핸즈프리 음성 통화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유원에게 말하거나 할인혜택 등을 받기 위해 특

없다. 향후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

별한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자동차가 주유소

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듯 제한된 이동

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주유가 바로 시작되고,

시간이 다른 무언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주유가 완료된 후 자동 결제로 바로 주유소를

으로 변할 것이다.

떠날 수 있다. 즉, 커넥티드 카 커머스 사용자는

자동차 탑승자는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유종 선택이나 보너스 카드를 준비하는 일련의

있고, 이동 중 물품을 주문, 결제하는 소비행위

과정이 필요 없이 결제 플랫폼이 되는 자동차가

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행위를 자동차 탑승

자동으로 최대 혜택의 결제를 수행한다. 또한 커

중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커넥티드 카

넥티드 카 커머스 사용자는 포장이 가능한 커피

커머스’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나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사전에 주문하고, 자동

되는 것이다.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주문한 상품을 편리하게
바로 픽업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리함과 효율성도 증가한
다. 인근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자동으로
알려주거나 주차한 시간만큼 자동으로 주차요금
이 결제된다. 이와 함께 커넥티드 카 커머스는 주
차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통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주차공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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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동향: 2016 사물인터넷(IoT) 연결 스마트 자동차 및 차량
국내외 기업의 현황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
지 않은 만큼 커넥티드 카 커머스 시대 역
시 아직은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고, 국
내외 여러 분야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서
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비자
(Visa), 피자헛(Pizza Hut), 그리고 액센츄
어(Accenture)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스
크린상의 ‘인 카 페이먼트 서비스(in-car
payment service)’ 개념을 전시하고, 2017
년 혼다자동차와 비자카드는 자동차용 결제
서비스 개념을 전시했다.

비자카드x액센츄어의
인 카 페이먼트 서비스.
2017년 2월 재규어와 셸은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주유 결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

(GM) 역시 2017년 12월 제한적이지만, 차량
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주문 및 결
제를 수행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자료: www.businesswire.com

재규어x셸의 인 카 페이먼트 서비스.

오윈의 커넥티드 카 커머스 서비스.

국내의 경우 2017년 11월 KT가 E1, 롯데카드,
BC카드, 스마트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커
넥티드 카 커머스 분야의 시범사업 개발 및 상
용화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상용화 사례로 스타트업 기업인 오윈
(OWIN Inc.)은 GS칼텍스, 신한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지불결제사업자(payment gateway) 및
가맹점들과 협력했다. 2017년 9월부터 주유소
를 비롯해 카페, 음식점, 플라워숍, 세차장 등
에서 자동차로 결제하는 커넥티드 카 커머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중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
회(hyper connected society)에서 자동차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향후 자동차는 주변
의 다른 자동차, 교통 인프라, 교통관리 시
스템, 음악·영상 등 콘텐츠 공급자, 건물·
가정집의 전자제품, 냉난방 기기, 조명 기기
등과도 연결될 것이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자율 주행도 가능해질 것이다. 향후 커넥티
드 카 커머스는 이러한 초연결사회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더욱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커넥티드 카
커머스는 완성차 업체, 통신사, 정보통신기
술(ICT)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 모두에
열려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글로벌 무한경
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 www.media.jaguar.com

자료: www.o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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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하는 암호화 경제
어떻게 진행될까?
2017년 11월 1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연내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인정한 첫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이 세계 최초로 오프라인 거래소를
마련했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FinTech) 기업 ‘두나무’는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오픈했다.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산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글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

비트코인 가격 및 거래대금
단위: 달러

단위: 백만 달러

6,000

18,000
16,000

비트코인 가격(왼쪽)

14,000

거래 대금(오른쪽)

5,000
4,000

12,000
10,000

3,000

8,000
2,000

6,000
4,000

1,000

2,000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서막을 알리다

수요의 증가 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2017년은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명

비트코인의 가격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

받는 해였다. 연초에 1000달러 부근이던 비트

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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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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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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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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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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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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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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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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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17년
12월

자료: Blockchain.info

코인의 가격은 한때 1만7000달러를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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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고, 거래량 역시 2017년 초부터 폭발적으

알트코인의 등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호화폐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제도권의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

로 성장했다. 아직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0년

비트코인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다양한 암호

알트코인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작용

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화폐들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

시작해 높은 가격 상승을 연출했다. 해외암호

한 것이 제도권의 암호화폐 도입이다. 암호화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페이

화폐는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으로 통칭

화폐 정보 사이트인 크립토컴페어(Crypto

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

퍼에서 시작했다. 당시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가치저장과 거래수단과

Compare)에 따르면 현존하는 암호화폐의 종

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공

템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부정적인 인식이 비트

같은 화폐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 한

류는 무려 1300개가 넘으며, 이들의 전체 시

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암호화폐에

코인의 탄생 배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

발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매개체

가총액은 대략 3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부과하는 소비세도 면제했다. 암호화폐 거래

인은 중앙기관이 없는 개인 간(P2P) 네트워크

로서의 암호화폐들도 등장했다.

각각의 시가총액 차이는 편차가 매우 크다. 전

소 역시 등록제로 운영되며 2018년부터는 기

로 설계했다. 기존 시스템에서 서로를 신뢰할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 2.0으로 대표되는 이

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도 가능해질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신뢰받는 중앙기관 없

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절반을 넘으며, 그 뒤를 이더리움, 비트코인캐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통화별 거래

이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비트코인

러시아계 캐나다인이 2014년에 만든 암호화폐

시가 잇고 있다.

량의 60%가 엔화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일본

은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결했다. 즉, 비

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되는 스

방금 말한 3개의 암호화폐 시가총액만 해도

의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 육성을 통해 암호

트코인의 핵심은 신뢰받는 중앙기관은 없지만

마트 계약(smart contract)과 탈중앙화된 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85% 수준에 달한

화 경제의 글로벌 허브가 되려는 움직임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외에도 사

다.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은 미미하

판단된다.

혁신적인 기술과 2100만 개의 제한된 발행량

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 의료

지만, 이 중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면 암호화

미국에서는 글로벌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이라는 희소성 등을 배경으로 비트코인의 거

정보를 위한 암호화폐 등 탈중앙화된 네트워

폐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

CME와 CBOE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으

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은 그

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암

황이다.

며, 나스닥(NASDAQ)도 2018년 2분기 중에

지금도 암호화폐들을
매개체로 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www.koscom.co.kr

11

■ ISSUE & TREND

ISSUE TODAY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추이

규제·감독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단위: 십억 달러
단위: %

비트코인 57.89

기타 11.34
모네로 1

이더라움 13.19

대시 1.43

비트코인 캐시 5.46
리플 3.64

IOTA 2.42
라이트코인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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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가장 많이 따라붙는 말이 튤립이
다.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튤립 한 송이가 1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던 17세기 ‘튤립버블’에 비
유한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튤립버블로
취급하기에는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배경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최근 높아진 투기적 수요로 생겨난 버블
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때문에 혹자
는 암호화폐를 1990년대에 나타났던 ‘닷컴버

주: 2017년 12월 13일 기준
자료: Coi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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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

자료: Coin Dance

블’이 더 적절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튤립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
단위: BTC

350,000
300,000

블이 지나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250,000
200,000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소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 말

만, 닷컴버블이 지나간 후에는 구글과 아마존

거래소의 경쟁적인 움직임에 따라 2018년에는

이다. 2017년 11월 한 달 기준, 비트코인의 거

과 같은 기업이 남았다. 현재 정보기술(IT) 혁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파생

래량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화는 엔화, 달러,

신 기업으로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상품들도 출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

원화 순으로 국내 거래가 3위에 위치한다. 주

이다.

100,000

인 선물의 등장은 비트코인 현물 수급에 직접

목할 만한 것은 시가총액이 낮은 암호화폐일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당장 범용적으로 사용

50,000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수록 원화의 상대적인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

가능한 단계는 아니다. 아직 거래 확장성을 위

펀드(ETF)의 등장 확률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고 있다는 점이다.

해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기대를 모은다. 즉, 미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낮은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

1300개가 넘는 암호화폐들도 필요성과 중복

가 실험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

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국내 투자자

여부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들은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경

이다. 아직은 새로운 변화의 첫발을 내디딘 단

중국과 같이 암호화폐에 대해 폐쇄적인 국가

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인은 변동성 투

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가져올 변화를 단

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 상품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인

정짓기는 어렵다.

제도권의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기를 끌던 FX마진, 옵션, 주식워런티증권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

는 만큼, 이제 암호화폐는 무시할 수 없는 존

(ELW)과 같이 높은 변동성에 투자할 수 있는

로 꼽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재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상품들은 규제로 인해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

비트코인이었다. 지금도 암호화폐들을 매개체

려워졌다. 막혀 있던 높은 변동성 투자에 대

로 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뜨거운 암호화폐 거래 열기

한 수요가 암호화폐 쪽으로 집중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또 다른 혁명

국내에도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폐의 목적과 기술 등도

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염

본격화됐다. 국내의 뜨거운 암호화폐 거래 열

모르고 단순히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마

두에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역시 높은

기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었

투자’도 많아졌으며, 암호화폐 인기에 편승해

변동성만을 좇기보다는 백서(white paper),

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국내의 높

이를 빙자한 유사 수신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로드맵 등을 파악해 기술적인 가능성에 더 집

은 매수세 때문에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

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국내 정부의

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4개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합계 거래량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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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inAss·Upbit

비트코인 통화별 거래량
단위: %

USDT 0.67
EUR 3.61
KRW 9.02

이더리움 통화별 거래량
단위: %

AUD 0.25
GBP 0.42

USD 24.64

SGD 0.18
EUR 4.62

USD 31.33

KRW 24.79

JPY 61.40

주: 2017년 11월 기준
자료: CryptoCompare

USDT 1.05
JPY 0.62

BTC 37.43

주: 2017년 11월 기준
자료: Crypto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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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7 국제의장 염흥열 교수

“블록체인 보안 분야,
한국이 국제 표준화
선도 기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SG17(정보보호)
총회에서 염흥열 순천향대교수팀이 제안한
2건의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의 보안과
관련한 신규 표준 아이템이 채택되었다.
국내외 블록체인의 정보보안 활용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총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염흥열 교수를 만나
이번 연구의 성과와 블록체인의 실용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김미선 기자│사진 김기남

Q1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하는 ‘암호저장기술’, 셋째, 사용자가 안심하고

연구반17(ITU-T SG17) 의장으로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갑(wallet)’이 그것입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2017년) 이룬 가장 괄목

니다. 즉, 이 3가지 속성의 안정성을 각 기술

할 만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국제전기 통 신연 합 ( I n t e r n a t i o n a l

속성별로 등급(1~3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안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은 유

을 지니려면 이런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표준

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글로벌 전기통신 네트워

을 정해 정의한 것이죠. 그것이 ‘분산원장기술

크와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 보안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 블록체인 자체

제가 의장직을 맡은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의 안정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 ‘보증수준

SG17은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

(assurance level)’을 할당해줍니다.

는 연구반입니다.SG17은 2017년 초 12개 연구

‘분산원장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활용할 때 발

과제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2개를 늘려서 지금

생하는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할 필요

은 총 14개의 연구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만
든 2개의 연구과제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과 ‘지능형 차량 시스템 보안(ITS)’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참여하는 ‘지능형 차량 시스템 보안’
연구과제는 이미 승인이 완료되었고, ‘분산원장

교수는

한양대 대학원 전자공학 학사(1981년), 석사(1983년), 박사 (1990년)
1982~ 199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1990년~ 현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1년 제16대 한국정보보호학회장
2012년~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
2013년 12월~현재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
2014년 제7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
2016년~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SG17 의장
2016년~현재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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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싶고,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많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내년(2018년) 2월 전기통신표준화자문
그룹(TSAG)의 동의를 거쳐 3월에 승인됩니다.

가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서는 분산원장

특히, 분산원장기술 연구과제의 신설과 함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실행하고 있는

채택한 총 7건의 신규 표준화 작업 아이템 중

데, 블록별로 어떤 기능과 위협이 있는지 파악

에 3건을 한국이 에디터를 수임하는 성과를

해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것이 제가 올해(2017

전 세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

년) 이룬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는 곳은 그 표준에 근거해서 만들면 안전하게

Q2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보증’과 ‘분산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에 관한

Q3

보안 위협’은 어떤 내용입니까?
“분 산원장기술(D i s t r i b ut e d L e d g e r

염흥열

전성이 높음)을 매깁니다. 즉, 1등급의 안전성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

Technology, DLT)이란 ‘블록체인’이라고 불립

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기술은 금융, 제조,

니다. 분산원장기술은 정보를 한곳에 집중하

공급체인, 정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입니

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 저장하고, 암호학적

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금융’입니

해시 체인으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

다.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가상화폐’로 대변되

술입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인 보안은 다음 3가

는 지불, 결제 등이 확대될 것이라 봅니다. 앞

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번 데이터

으로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가 저장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무결성’, 둘

법정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째, 그 민감 데이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대한 연구도 ITU가 올해(2017년)부터 시작했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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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중앙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엇일까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

서도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듯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현재 바

리’ 즉,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꾸고자 하는 시스템에 잘 맞는지 먼저 평가를

규정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곳곳에

Q4

블록체인을 이용한 변화 중 금융 이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기

존재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

원하는 경우 삭제해주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보안표준협의회에서는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그러나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최근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농수산물 유통 분

블록체인 안전성 평가 표준화도 만들고 있습니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

야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출하되는 수

다. 그 안전성 표준 평가를 보고 각 금융 시스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산물 중에는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 라벨링이

템에 어떤 안전성이 맞는지 비교해봐야 합니

방안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수산물의

다. 각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들어가니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권한을 통제하면

라벨만 보고도 수산물이 잡히는 순간부터 우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됩니다. 일단 블록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

리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공급 사슬 전체를 투

Q7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연

하고 있는 참조값(reference)만을 저장하고, 잊

일 뜨겁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엄중

힐 권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분야
는 물류 쪽입니다. 사이버상 하나의 개체와 실

접근 권한을 통제하면 됩니다.”

제로 물리적 공간에 있는 모든 객체가 연결되

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투자

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 통신

자(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부 규제

분야, 정부 등 그 쓰임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할

가 필요하긴 합니다. 단, 그 규제가 정교하고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느 학자는 ‘미래에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주

것입니다.”

기술 혁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

도의 가상화폐는 없어지고 결국 중앙은행이

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장으로서 제가 가진 신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그것을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로 갈 것이다’라

‘SAFE’, 즉 ‘Security is Absolutely First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가상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고 부릅니

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 가상화폐

Everywhere’. 보안이 어디서든 절대 최우선이

다. 즉, 새로운 기술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가 한동안 공존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익명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화폐인 비트코인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가 필요한 경

성, 편의성, 신속성이라는 가상화폐가 지닌 3

ITU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트코인의 성공 사례를 보고 이 기술이 지불 분

우는 해당 생태계에서 원하는 선에서 최소한

가지 특성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ITU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야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규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

싶고,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많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기관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서 통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큰 것처럼 비트

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블록체인이 정말

선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늘 ‘일단 기다려보

코인이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거로

문가나 기업들을 SG17 표준화 활동에 참여시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미리 부정적으로 단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람

키고 싶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계획도 있

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하지 않고 지켜보며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

습니다. ITU는 유엔 산하의 유일한 국제 표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속성(투명성, 무결성, 신

돌아가게 하다가 규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라는 재화나 서비스가

화를 만드는 기구로서 선진국에서 개발한 틀

속성 등)이 지금 원하는 응용 분야에 딱 들어

개입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유연함이 필

있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을 개발도상국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흐름에 따라가는 건 옳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로지 사람 간의 신뢰에 따라 움

는 것도 SG17의 주요 미션 중 하나입니다. 여

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속성을 잘 인지

직입니다.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비트코인

기에 마지막으로 ITU-T에서 유일한 한국인

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논쟁이 되

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가

출신 연구반 의장으로서 한국 보안 전문가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현 금융

Q8

블록체인이 이슈화될수록 프라이버

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상화폐 시장은 향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것

이 ITU-T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더

분야에서 가져야 할 인식과 대책은 무

어떻게 풀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입니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5

한 후 적용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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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Regulation, GDPR)에는 ‘삭제권

Q9

앞으로 세계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Q10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SG17 의
장으로서 최종 지향하는 점이나 목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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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가상화폐 광풍과 ICO,
어떻게 봐야 할까?

가상화폐 vs 암호화폐 vs 디지털화폐

장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류 금융

오정근 회장(이하 오정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시장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

이 연일 뜨겁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니다. 이 가상화폐 선물 거래가 가상화폐 가격

에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유럽에서

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케네스 로고

신동화: 이건 ‘레버리지 상품(Leverage

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 등 유명

Product)’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

교수들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라고

적으로는 급등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

부릅니다. 먼저 명칭부터 정확한 통일이 필요

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물시장은 ‘가격발

할 것 같습니다.

견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가상화폐로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인 가상화폐공개(ICO)에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보장해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도 가상화폐와 ICO가 새 자본조달 수단이 되며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투자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산업적 혁신의 문을 열어 놓은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각기 다른 분야의 세 전문가로부터 가상화폐, ICO 현상 분석과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가상화폐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이효섭 연구원(이하 이효섭): 맞습니다. 정확한 명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물거래는 당연

칭 정의가 모든 산업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 김미선 기자│사진 김기남 기자

사항입니다. 먼저 용어를 통일한 후 이 산업을

국내는 선물거래를 금융회사에서 해야 하는

육성해야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동화 대표(이하 신동화): 그동안 ‘가상화폐’라

부르면서 투기성이 강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

현재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ICO를 자금조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를 대변하자면 저
희는 ‘디지털화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암
호화에 기초한 개인 거래, 익명성, 탈중앙화,
그리고 신용까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할

- 오정근 교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정근: 맞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라는 용어

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폐라는 인식 때문
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폐’는 대중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용어라
생각합니다. 반면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시대

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정부에서 막아 놓은

에 쓰는 화폐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기 쉽습니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다. 정부나 학계는 이 디지털머니의 등장을 대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런 규제

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으로 반드시

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정근: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

는 곳에서 승인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가상화폐 선물거래 등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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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미국처럼 증권선물금융위원회가 있고

오정근: 지난 12월 17일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민영화입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인데 우리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 h i c a g o

나라는 왜 정부에서 막는 것일까요?

Mercantile Exchange, CME)가 비트코인 선

이효섭: 정부가 막은 것이라기보다는 현 법규

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선물이 상

상에서는 금융업체가 선물거래를 할 수가 없

오정근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 교수는 가상화폐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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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방식이 ‘포지

가상화폐와 ICO, 세계 거래 동향

티브(Positive,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

신동화: 정부에서 ICO 금지를 선언했음에도 불

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

구하고 지금 ICO는 한국이 가장 뜨겁습니다.

하는 방식)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세계의 ICO 업체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에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등 국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거래상품으로

적도 다양합니다. 내국인의 참여는 막았으나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금융회사가 개입할 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정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유사수신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제도가 명확하지 않을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허가, 인가, 등록, 신고

뿐더러 정보기술(IT) 강국이라 ICO를 테스트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는 게 그들의 의견입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있어 참여가 어려울

니다. 게다가 현재 ICO 거래는 대개 이더리움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ICO 시장점
유율이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인 반면,
한국은 이더리움 70%, 비트코인 30%라고 합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참여가 더 많기에
현재로서는 금융투자
상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 이효섭 연구위원

이효섭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ICO 금지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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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니 그들에게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ICO를 장려하는 것도 같
은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ICO가 가장 많이 이
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 추크(Zug)입

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해야 장기적으로 ICO

신동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시 자본금 20억

니다. 스위스 추크에 재단을 설립하려면 연봉

산업도 성장할 것입니다.

원이 넘어야 하며, 거래량을 보여줘야 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스위스 직원 3명을 고

오정근: 맞습니다. 현재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러면

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력 비중

이 ICO를 자금조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하에서는 아

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송도나 경

이걸 무조건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큰 회사의 고객들이 잘 넘어오지 않아 후발주

무리 규제를 바꿔 달라고 항의해도 현 법규상

기도 판교 등을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일반 투자자들이

자들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의 방침으로 인해 경쟁 체계는 더욱 무너지게

(Negative,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업계획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규제’ 시스

이효섭: 우리 정부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 전

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오정근: 일리 있는 말입니다. ICO를 할 때 중요

템으로 바꾸든지, 그게 힘들면 ‘4차산업혁명

면 금지를 선언하지 않은 걸 보면 그들도 그

이를 제대로 분석해줄 기관이 더 필요할 것 같

한 건 코인의 적정성 분석, 거래소의 안정성과

특별법’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ICO

습니다.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정근: 좋은 생각입니다. 4차산업혁명 특별

부분이 막혀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기존

법. 특별법은 상위개념이니까 적용 가능할 것

법정 체제에서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

같습니다. 하루빨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

첫째, 충분한 서버용량, 둘째, 해킹 방지 시설
보유, 셋째 자금세탁방지(AML)는 꼭 필요합

서는 ‘투자계약증권’ 규율을 적용해 허용했지

한국 정부의 규제
오정근: 그렇다면 지난(2017년) 12월 13일 정부

꾸던지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만,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ICO를

가 발표한 가상화폐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는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

니다.

같이 활성화하려면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을 유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되, 진입장벽

니다. 저는 이 정도 조건을 갖춘 회사라면 가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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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걸 저장·

한국블록체인협의회 자율규제안 주요내용

신규 코인 상장 과정 투명성 제고

신규 코인 상장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특정 사람들(개발자)에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 차단

실명 확인된 1인 1계좌 거래시스템 구축

게만 알려져 있고 거래 참여자들에게 잘 알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시
자본금 20억 원이 넘어야 하며,
거래량을 보여줘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러면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거래소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문제는 참여자

- 신동화 대표

소비자 불만 해소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가상화폐는

거래소 임직원의 부정거래 행위 적발 시 거래소는 물론 임

잠재가치가 더 높을 거라는 것입니다. IT 개발

직원 개인에게까지 제재 권고

자들을 포함한 혁신가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 점
규제목적

거래자 자산 보호장치

임직원 윤리 강화
규제 실효성 확보

규제책

현금 예치금 100% 금융회사 예치,
거래소 보유 암호화폐 70% 오프라인에 보관

독립성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같습니다.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들의 상당수가 변동성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통화는 규

오정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비

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트코인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등락폭이 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소리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려면 달

오정근: 바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로 바꿔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투자자도 믿고 투자할 수 있고, 거래소끼리도

일입니다. 현재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

지금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생

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몇 초

자연스러운 경쟁 시스템이 됩니다.

회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번 젊은이들이

각합니다.

만에 즉시 송금됩니다.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

오정근: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는 미성년자

있다면 응원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린

가상통화 거래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

건 세대 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

습니다. 그걸 안전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생각한

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런 사회에서

향후 가상화폐 전망
오정근: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은 육성되고, 가

각합니다. 지금 10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발 10대들의

상화폐는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

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

부릅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사고체계와 법안

창의적인 혁신 의욕을 꺾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 향후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십니

다.

을 만드는 60대의 사고체계는 전혀 다르다고

문화적 차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까?

신동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효섭: 제3차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할 일이 많기에 반드시 거래소가 붙어줘야 합

것이 웹 기술이었습니다. TCP·IP 프로토콜

니다.캐시 제너레이션(cash generation)이 되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Demis

투기 vs 과열 vs 과도기
오정근: 지금 한국에서 부는 이런 가상화폐 열

위에서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 애플리케이션

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아파트

Hassabis)는 17세 때 세계적인 흥행 게임인

풍이 과연 투기로 일까요, 과열일까요? 아니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TCP·IP

거래할 때도 복덕방이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도기로 보십니까?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프로토콜이 될 거라 봅

인과 가상화폐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는 제2의 부테린과 하사비스의 등장을 막는

신동화: 저는 과열이라고 봅니다. 가격이나 거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

단, 한 가지 걱정은 그렇게 되면 점점 달러를

것이라고 봅니다.

래량을 살펴봤을 때 분명 적정 수준일 때가 있

치도 높게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

사용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미국의 반격이 있

이효섭: 이건 인문학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

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올라

가치의 창출이 그 안에서 나올 거로 생각합니

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

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성이

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

다. 가상화폐는 혁신의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

화폐는 글로벌 통화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갑자기 큰돈을

예상하고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국도 기술의 대세 앞에서 기술 혁신의 기회를

벌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오정근: 맞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4차 산업에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 19세에 이더리움을 개발했고, 인공지능(AI)

FINANCIAL IT FRONTIER

이효섭: 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은 높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각합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22

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면 그건 우리 4차 산업 사회의 글로벌 경쟁

신동화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는
가상화폐가 지닌
가능성을 강조하고, 향후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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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 칼 자콥슨

“2018년은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칼 자콥슨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풍부한 투자관리 경력을 쌓아왔다. 2014년부터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 그에게 한국시장에서 느낀 특성과 2018년 투자 전망에 관해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Q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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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매거진 독자들께 자기소개를 부

면에 자산 가격은 글로벌 통화 정책으로 인해

플레이션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리인상은 쉽게 이루어

탁 드립니다.
제 이름은 칼 자콥슨이고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많은 수혜를 입었고, 현재까지 세계 경제 상황

이러한 과제와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2018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최근에

은 우리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유럽

년의 글로벌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

원화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고 한국은행이 미

한국지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아공 출신

의 경기회복이 일반적인 전망보다 빨리 이루

구하고 평균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확실한

연준의 결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기 때문

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CFA(Chartered

어졌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호조를 보였다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주요 경제국의 내

입니다.

Financial Analyst·국제재무분석사) 자격증

점도 좋은 소식입니다.

수 회복과 특히 사업투자 확대가 이미 글로벌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

을 취득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 기업금융 부문

미국에서 보여지는 실질임금상승의 조짐, 자

수출 회복세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

국은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으로부터 지속

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투자운용

본지출 호전,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모두

년 내내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

업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10년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또한, 세

됩니다.

술 분야에서 예상되는 강력한 모멘텀과 이러한

동안 맥쿼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개혁안 통과로 현재의 경제 팽창이 1-2년

2017년 3분기 한국의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모멘텀이 한국 경제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

Q2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미

정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인

대비 무려 3.6% 성장한 이후, 2017년 말 실질

려할 때, 거시적 수치 역시 가까운 미래에 계속

연준)가 1.25% 에서 1.5%로 금리인상

세가 1%p 하락하면 S&P500의 주당 수익이

GDP는 3.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

해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 단행했고 두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대략 1달러 정도 상승합니다.

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2.6%라는 점을

미국의 금리인상 선회가 한국의 금융서비스 산업

그러나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착수

감안하면, 2018년에 전망되는 2.8%의 실질

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

하고 각국 정부의 적자 규모가 글로벌 경제 위

GDP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그 동안 보여준 장

Q3

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까? 또한 한국의 금융서비스 기업들이 어떠한 선

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결과, 현재 총 34

기적인 성장률 추이보다 높은 의미 있는 수치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해외 선진 시장은

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

조 달러의 부채 부담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국보다 앞서 저수익률 국면에 들어섰고 저수익

탁 드립니다.
통화정책으로 인해 GDP는 크게 상승하지 않

세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성 향상에

2017년에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

률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선진 시장

걸림돌이 됩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기계가 일

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1.9% 가 예상됩니다.

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금융투자

았지만 자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

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에 대한 태도가 급격

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

민족주의가 그 동안 오래 지속되어 온 세계화

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인플레이

산업에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수익률 추구가 지속될 것입니다. 주요 경제국

제에 영향을 주고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의 추세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무역

션, 한국과 미국의 일드갭, 외국환 및 다른

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커다란 이슈가 남아 있

GDP 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반

분쟁과 통화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

내·외부적 이슈를 한국은행이 고려해야 하기

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수익률

미국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되었고 향
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

PROFILE
칼 자콥슨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
2014~현재 맥쿼리
투자신탁운용 CEO
2008~2013 시드니 맥쿼리
펀드 그룹 클라이언트
서비스 헤드
2007~2008 시드니 맥쿼리
증권시장 그룹 펀드상품부문
CFO 겸 COO
2004~2007 비컨 캐피털
매니지먼트 재무이사 겸
관리이사
2002~2004 ABSA
은행(바클레이즈 아프리카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
2001~2002 베타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교육/개발 매니저
1998~2001 하우만 로저
회계감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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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새로운 기회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투자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자에 앞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니다. 이들 지역의 현재의 주식 평가액을 고려
하고 또 중앙 은행의 정책이 보다 신축적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현재 이들 지역의
성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Q4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특히
한국에서 뜨겁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의 리더로서, 가상화폐 투자가 장기적으로 효과
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서 투자

만약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 부채

고려해야 합니까?
가상화폐 투자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서 대

를 갚기 위해 상당한 성장을 해야 하는 기업을

세가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

구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러

조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한 두 종류의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평가액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

‘선택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에, 현 시점에서는 가상화폐를 전통적인 투자

자산으로 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장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

우량채권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분의 혁신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

않겠습니다. 주식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금이

에서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하는

지수에만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가상화폐에 대

다. 그 대안으로 다른 곳에서 최고라고 판단되

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상화

는 주식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Q5

는 않습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변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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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 넘어서 AI 금융으로!

본격화되는 금융업계 AI 경쟁
금융업계가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각 은행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경영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으며,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AI 활용 범위도 단순 응대 업무에서 투자 자문 서비스, 로봇 은행원, 개인 자산관리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AI 기술 도입으로 향후 금융산업은 비용 및 위험성 절감 등 생산성 증대, 신규 사업모델
개발, 고객 맞춤 서비스 강화 등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금융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는 AI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본격적인 AI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업계의 현 상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형 금융 AI의 발전 방향을 들여다본다.

2018년의 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
까? 공격적인 투자, 현 투자 수준 유

해 어떤 기업은 이익을 내는 반면 어떤 기업은

지, 투자 축소 중 어떤 것을 권하시겠습니까?
2018년은 어느 해보다 투자 가능성이 높은 해

사라질 것입니다.

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기회와 어려움이 찾아

우리는 고정수익 투자(평가액이 낮지 않지만)

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으로 인식되었던 것

와 비교해 글로벌 주식 시장의 강세가 올 해에

이 나중에는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투자

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 수익률 상승

를 할 지 안 할 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에

이 강한 탄력을 받으려면 경제 팽창, 보다 높

투자할 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각 투자자의 투

은 수익, 낮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저리 신용

자 니즈, 위험 성향 및 그들의 투자 결정에 영

대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달려 있는 문제

데, 이 모든 요인이 2018년에도 지속될 것이

입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 작은 조언이 있다

라고 전망합니다. 2017년 초에는 미국 주식

면, 투자에 앞서 자산 클래스 및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강세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파

유럽 및 신흥 시장에 대한 기대가 보다 커졌습

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ww.koscom.co.kr

27

COVER STORY
Talk

간만 보던 금융업계 AI 도입,
본격 경쟁 돌입
그동안 테스트 단계에서 간만 보던 금융 회사들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적용한 각종 서비스 개발과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현대카드는 드디어 높은 수준의 학습을 마친
챗봇(chatbot)을 출시했고, 카카오의 경우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챗봇을 학습할 수 있는 챗봇 ‘빌더’를
출시할 예정이다. AI 로봇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는 금융 상담(챗봇), 신용평가, 자산관리 등으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글 정영일 전자신문 기자

“100만 원으로 엔화 사고 싶어.”=“JPY

지만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

분실 대처 방안 등 단순 상담 업무

아닌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경쟁은 지방은행, 제2금융권까지 번

면서 향후 금융권 상담 패러다임에는

현찰을 살 때 적용 환율은 000이며,

다. 특히 응답을 넘어 상식, 외환 서

서비스까지 처리하고 있다. 최근 비대

에 있다.

졌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전하면 받으실 금액은 JPY 000입

비스에 고객 맞춤으로 특화된 개인

면 거래 확산 움직임과 함께 예금, 대

신한은행은 2018년 상반기 출시를 목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물론 아직 AI 서비스 고도화는 시간

니다.”

재무상담 역할을 AI로 대신하려는

출 업무를 AI와 연계하는 작업을 검

표로 챗봇을 개발 중이다. 자연어처

웰컴저축은행은 낮은 단계의 AI 적용

이 필요하다. 현재 선보이는 대부분의

실제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AI 챗봇

고난도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토 중이다.

리,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

‘웰컴봇’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친애저

AI 서비스에는 일정 패턴의 질문이 정

‘위비봇’을 활용한 한 예다. 시중은행

비대면 챗봇 활용에는 시중은행이 가

KEB하나은행은 SK텔레콤과 손잡고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축은행, OK저축은행 등도 시나리오

해져 있다. 실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까지 금

장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9

AI에 금융을 결합한 챗봇 ‘핀고’를 선

현재 기존 상담 데이터 10만 건을 분

기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닌 로봇을 대하는 느낌이 과하게

융권 전반으로 AI 챗봇은 이제 특별

월 AI 기술 적용 챗봇 서비스 ‘위비봇’

보였다. 핀고는 2030세대를 겨냥해

석하는 등 출시 전 마지막 담금질 중

향후 AI를 적용해 고도화한다는 계

들어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기도 한

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적인 서비스로

을 출시했다. 환전, 일반 상식 등 자

대화체나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한

이다.

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카

다. 또 서비스 도입 초기로 실제 상담

소비자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은행

동 응답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안카드

다. 서비스 목표 자체가 단순 상담이

시중은행에서 촉발된 AI 챗봇 도입

드사, 증권사 등도 AI 도입을 서두르

사가 챗봇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며 잘
못된 답변을 수정하기도 한다. 아직

권 AI 챗봇 경쟁은 가히 ‘전쟁’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의
단순 응답 서비스에서 스스로 생각하

저축은행 챗봇 도입현황
구분

우리은행 ‘위비봇’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추이
KEB하나은행 ‘핀고’

신한은행 ‘(미정)’

NH농협은행 ‘금융봇’

구분

웰컴저축은행 ‘웰컴봇’

100% 완벽하게 AI를 도입했다고 하기
OK저축은행 ‘오키톡’

JT친애저축은행

고 답을 내리는 AI 시스템으로 발전
했다.

하지만 AI 서비스 도입은 이제 더 이
도입 시기

2017년 9월

2017년 9월

2018년 상반기 출
시 예정

2016년 10월

도입 시기

2017년 9월

2017년 9월

2017년 8월

AI 도입 상용화는 수천 명에 달하는
금융 콜센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것과 달리 국내는 조금 뒤처졌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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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금융 서비
스 활용 패턴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비

제공
서비스

외환 상담, 일반상
식, 전자금융

상품 안내, 자주 묻
는 질문(FAQ), 이벤
트 안내, 이용시간
안내 등

금융 상담 전반,
지출 분석

이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금융 상담 등 빠르게 상용화돼 있는

는 어렵다.

준비 중인
서비스

예금, 대출 상담

투자, 재테크 상담

예금, 대출, 외환,
펀드 상담 등

자체 챗봇 개발

제공 서비스

맞춤 상품 추천,
상담 이어가기 기능

시나리오 기반 금리, 한도
문의, 개인 거래정보 확인

시나리오 기반 증명서 발
급 절차, 지점 안내

대면 모바일 채널로 빠르게 변하고 있
으며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어느
때보다 빠르다. 앞으로 금융 서비스의

준비 중인
서비스

거래내역 기반 고객 상담,
자동대출

AI 도입

AI 도입

혁신은 AI 고도화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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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는 최근 AI 하드웨어를
선점하고 AI 컴퓨팅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GPU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이 컴퓨팅의
‘넥스트 프로세스’라 불리는
현대적 AI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딥러닝 데이 2017’을 통해
살펴본 한국 AI 발전 방향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엔비디아 딥러닝 데이 2017(NVIDIA DEEP LEARNING DAY
2017)’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국내외 정보기술(IT) 전문 업계 및 전문가들이 역대 최다
참가해 선도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신 딥러닝 및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부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AI 발전 현황과 한국의
AI 수준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 임성엽 디지털타임스 기자

디아 행사’의 전체 개괄과 엔비디아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해밀턴 부사장은 엔비디아에서 솔루
션 아키텍처와 엔지니어링 부문을 맡
고 있다. 엔비디아의 고객과 파트너가
2017년 10월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

는 강한 힘이 있다. 요즘 IT 기업 행사

티,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등의

머신러닝, 고성능컴퓨팅(HPC)과 전문

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행사장. AI 컴

는 침체한 국내 IT 시장 환경 탓인지

산업 분야 곳곳에 엔비디아의 GPU가

시각화 및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시

퓨팅 선도 기업 엔비디아의 ‘2017 딥러

소수의 파트너를 위한 세미나 형식의

활용되는 기술을 공유했다는 점은 현

각과 가속 컴퓨팅 솔루션을 총괄하는

닝 데이 콘퍼런스’ 행사가 열린 이곳엔

행사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재 세계는 물론 국내 IT업계에서 엔비

핵심 직무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사

국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연구원,

서 IT업계 현직 종사자부터 일반인 참

디아의 파급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

로 소개된 부분은 엔비디아가 보유한

IT업계 종사자 등 1000여 명 참석했

가자까지 1000여 명이 엔비디아의 기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의 상용화 시기

다. 1000여 명의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

조연설에 집중하거나 딥러닝, 스마트시

30

FINANCIAL IT FRONTIER

였다. 당시 엔비디아는 9월, ‘드라이브
PX 페가수스’를 ‘GTC 유럽’ 개발자 포

명실공히 세계 최고 AI 기업, 엔비디아
지난날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임에 도

터급 영화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

움을 주는 GPU를 제조하는 기업 정

럼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

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 왔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부사장과의 만남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부사장을 ‘2017

도로 평가됐다. 1999년, 엔비디아는

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하드웨어를 선

딥러닝 데이 콘퍼런스’에서 만났다. 그

한 레벨5 수준의 ‘엔비디아 택시’가 늦

세계 최초로 GPU를 발명해 병렬 컴퓨

점하고 AI 컴퓨팅 선도 기업으로 도약

는 1시간 남짓한 인터뷰 내내 자신감

어도 2020년 상용화돼 인텔·BMW 연

팅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 결과, 엔

하고 있다. GPU를 기반으로 한 딥러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대답은 여유가

합을 시기적으로 앞서갈 것이라고 내

비디아는 현대적인 컴퓨터그래픽을 재

닝 기술이 컴퓨팅의 ‘넥스트 프로세스’

있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된 본인의

다봤다. 하지만 이 부분 외 해밀턴 부

정립했고, PC게임 산업의 성장을 불

라 불리는 현대적 AI의 포문을 열었기

번역 문장을 잘 표현해줄 수 있도록 번

사장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

러 모았다.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대규모 빅데이

역의 호흡까지 염두에 둔 듯한 제스처

어 놓았다. AI 컴퓨팅 산업의 업계 권

GPU라는 도구는 현재 컴퓨터 과학

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 기술로 딥러닝

를 보고 확신을 가졌다. 그의 모습에

위자로서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AI 산

분야 내 매우 복잡한 연산처리 성능을

과 AI, VR,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서 엔비디아의 ‘현재’를 떠올렸다. 여유

업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바탕으로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두뇌 역할을 맡는 기기를 제조해 세계

속에 담긴 엔비디아의 지향점은 뚜렷

다. 당시 몸담고 있는 매체의 사정상

(VR) 게임, 화려한 그래픽의 블록버스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선 ‘2017 엔비

풀어내지 못했던 인터뷰의 뒷이야기를

히 해밀턴 부사장은 ‘페가수스’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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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고자 한다.

이미지넷은 딥러닝의 역사에 기록된

부상하고 있다. AI 연구·개발(R&D)

일대 사건이다. 이미지넷은 2010년부

자금도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AI 총괄,

터 1000개가 넘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실제 ‘2017 딥러닝 데이 컨퍼런스’에서

“한국 AI 비즈니스 늦은 것 아니다”

100만 개의 이미지를 인식해 정확도를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장병탁 서울

해밀턴 부사장은 “AI를 사용하는 것은

겨루는 대표적인 시각 지능 대회다. 사

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병렬 컴퓨팅

어느 회사, 어느 국가나 할 수 있다”고

실 2012년 대회 이전까지는 기계의 이

아키텍처로 뛰어난 GPU가 AI 로봇의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보유한 AI

미지 인식률이 75%를 넘지 못했다.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강조한

관련 연구진 수를 고려하면 한국의 어

2012년 캐나다 토론토대의 알렉스 크

바 있다.

떤 회사도 이들 글로벌 IT 공룡을 따

리제브스키가 GPU 기반 딥러닝 기술

라갈 순 없지만, 인프라 자체로 한국

을 통해 75% 벽을 뚫어낸 것. 해밀턴

엔비디아와 한국의 협력,

기업이 AI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

부사장은 “AI가 처음 성공할 수 있었

‘반도체’와 ‘통신’

면 안 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던 사례는 이미지넷을 통해서였다. 이

해밀턴 부사장은 구체적인 기업명은

다만, AI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는 제프리

밝히지 않았지만, 업종은 반도체와 통

민간 분야 외 정부의 투자 확대는 필

힌튼 교수가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을

신으로 지목해 이 2개 분야에서 AI를

수적이라 강조했다. 해밀턴 부사장은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을 공개

이미지넷을 그 근거로 들었다. 2012년

며 “캐나다 몬트리올은 AI 중심지로

했다. 그는 “모든 반도체 회사는 웨이

엔비디아 딥러닝 데이 2017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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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부사장은 “AI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회사, 어느
국가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 분야 외 정부의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퍼 공정상 불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민주화를

있는 인재가 필요할 뿐”이라며 “SKT

비주얼 검사를 한다”며 “아무리 뛰어

불러온 것.

직원들은 아마존의 고객이 아닌 한국

난 기술력과 공정 능력을 보유한 반도

해밀턴 부사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고객들이 원하는 스마트 서비스가 무

체 회사라도 트랜지스터를 시각적으로

민주화는 IT 환경에 더 많은 활력을

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만 하면 된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은 단 하나의 칩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통신사의 스마

다”고 말했다.

만 검사하는 것도 어려워 인력만으론

트 서비스 기획을 예로 들었다. 현재

실제 이날 SKT와 KT 등 국내 주요 통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SKT는 ‘누구’, 아마존은 ‘알렉사’ 등 음

신사는 기조연설과 전시 부스를 마련

하지만 볼타 프로세스와 같은 AI가 도

성인식 기반의 AI 제품들이 있다. 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입된다면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는

반적으로 아마존은 SKT와 비교해 알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AI 빅뱅

게 해밀턴 부사장의 분석이다. 7세대

렉사 개발에 더 많은 개발자가 투입될

시대의 네트워크는 지금과는 다른 형

GPU 아키텍처 ‘볼타’는 210억 개의 트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태로 변해야 한다”며 “이 네트워크 저

지스터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

이 예측은 틀렸다. AI 자체가 소프트

장소와 컴퓨팅 파워가 지역에 있는 것

로 중앙처리장치(CPU) 100개 수준의

웨어(SW)를 개발할 수 있는 SW의 기

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구현하며 딥러닝을 구현한다.

능을 발휘해 엔지니어들을 투입할 필

속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5세대

통신 분야는 엔비디아에 또 다른 기회

요가 없어진 것. 그는 “지금은 도메인

(5G) 환경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

를 부여할 전망이다. AI의 순기능 중

지식을 갖고 AI 소프트웨어 툴을 알고

인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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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금융 AI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

마인즈랩 챗봇 서비스 구성도
언어처리 Language Processing

대화처리 Conversation Processing

사용자 언어 기계이해

상담 대화모델 구성

사전 및 언어자원 구축
형태소
분석

2017년 한 해 동안 금융권을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챗봇(chatbot)은 물론 음성인식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분야마다 다양한 종류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금융권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이고 영업점 중심인 금융업계에서 AI를 개발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마인즈랩의 성공 사례를 통해 AI 기획과 개발 시 꼭 알아야 할 팁을 전하고 한국
금융 AI의 발전 방향까지 모색해보았다.

개체명
분석

사용자
의도분석

구문
분석
언어이해

사전 및 언어자원 구축
데이터
형태소 분석

오류 유형 검출분석
고빈도 키워드 검출

질의 응답 서비스 구촉
지식자원
수집

+

Deep QA

+

분기
조건

인텐션
파악

인공지능 지식서비스 구촉

글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
KB QA

발화생성

대화
모델

IR QA

지식표현
자동변환

지식
추론

지식
학습

지식
검증

지식베이스 저장소

질의응답 Question and Answer

지식구축 Knowledge Processing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권 진출

는 것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존 서비스

(SMS) 기반 간편 거래 서비스가 그 대

이해하는 AI 기술인 NLU 엔진을 중심

로 산업 전반이 출렁이고, 비대면 거래

에 대해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번거롭다

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마인즈랩과 협업

으로 특정 순서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의 필요성이 본격화되면서 ‘AI 전쟁’이라

고 느꼈던 점을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

을 진행하기 전에도 이 은행은 별도의

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AI 서

는 AI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고도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했다. ‘와이프한테

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다소

때문이다. AI가 대두되기 이전의 챗봇

문자메시지만으로 계좌 잔액 조회, 계

10만 원 보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신기술 경쟁에 불

은 단순 검색 시스템을 토대로 답변을

좌 이체(송금)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

로 쓰는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이 붙은 것은 격변하는 시대에 유연하

생성하며, 사용자 역시 일정한 규칙을

공하고 있었다.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대화형 서비스’

게 대처하지 않으면 산업을 선도할 수

따르거나 카테고리 내에서만 원활한 대

이 서비스는 물론 전형적인 챗봇의 형태

로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없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업계 전반에

화를 할 수 있었다. 수년 전 유행했던

는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특정 거래를

고객의 편의성이 질적으로 이전보다 상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심심이’나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가 대

처리한다는 점에서 챗봇의 응용 혹은

당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

서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금 마

표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챗봇은 금융권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비스

사의 향후 전사 시스템의 인공지능화를

인즈랩은 기업 고객의 가장 가려운 부

이 원하는 수준의 비대면 서비스를 실

의 약점은 명령어 기반 방식으로 이루어

위한 전 단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

분에 집중했다.

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시에 이 지

져 있기에 특정한 순서에 맞게 메시지를

의미한 프로젝트 결과였다.

그 핵심은 ‘니즈는 있지만 기술의 한계

지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폼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보

점은 마인즈랩이 자연어이해(Natural

발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고객

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를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찾은 답은 바로 기존의 검

여주고자 한다.

Language Understanding, NLU), 대

편의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AI 고객센터 솔루션, 비용 절감과

것이었다. 공략 대상이 보수적인 분위기

색과 규칙 기반의 챗봇을 고도화하고,

화 처리 등 주요 AI 요소 기술을 담고

없었다.

업무 효율화를 한번에 이끌어내다

의 금융권인 만큼 단순히 신기술 그 자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

챗봇, 진정한 대화형 AI 서비스로

있는 AI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마인즈랩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

고객센터는 AI를 도입하면 가장 혁신

체만으로는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운 인사이트를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의

업그레이드되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 해당 고객사의 AI 플랫폼에 기술 중

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신기술을 토대로 금융권이 하고 싶었

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였다. 마인즈랩

챗봇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진정한 의미

마인즈랩과 함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추 역할을 담당하는 브레인 모듈의 AI

분야다. 특히 전화로 직접 고객의 소리

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

은 이 2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AI 플랫

의 고객 중심 비대면 서비스를 실현하

국내의 한 시중은행의 문자메시지

기술을 활용했다. 특히 사람의 언어를

를 접수하고 응대해야 하는 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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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QC 시스템 구성도
TM 시스템

상담사

청약 등록

STT

QC(심사 시스템)

40% 이상 급속히 높아지며 불완전판매

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와 민원 감소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업을 분석하고 고

있었다. 탐지 정확도는 무려 93%에 도

녹취파일 변환

필수 고지 사항

객을 응대하는 역량도 동시에 강화됐다.

달했다. 고객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객 동의 여부

또한 고객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섬세한

던 점 중 하나는 QC 업무 소요시간이

필수 키워드

감지가 가능해짐으로써 세일즈 영역에

혁신적으로 감소한 것이었다. QC 과정

금칙어

서도 해당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전체 소요시간이 평균 15분 이상 감소

있었다. 말 그대로 ‘들리기만 하던’ 고객

하며 계약당 시스템 자동 판정이 10분

의 소리를 ‘볼 수 있게’된 것이다.

이내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

또 다른 글로벌 손보사의 한국 지사는

으로 마인즈랩의 QC 시스템을 도입함

텔레마케팅(TM) 분야에 해당 시스템을

으로써 이 고객사는 QC 업무를 표준

직접 도입해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품

화해 텔레마케터들의 표준 스크립트

질관리 전반을 효율화하는 데 성공했다.

준수율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개선하

마인즈랩의 QC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이

는 데 성공했다.

음성 인식

TA
상품별 탐지 사전

녹취 시스템
Text Mining

녹취 서버

손보사가 원했던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

표준 스크립트 관리

심사 결과 모니터링

상담 이력

결과 이 고객사의 QC 업무 효율이

청약 등록

심사대상건 추출
청약 정보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표준 스크립트 탐지

구간
전체
탐지

구간
부분
탐지

구간
미탐지

자동
준수
판정

구간
청취 및
준수
판정

구간
탐색 및
청취 후
준수
판정

심사 완료

회사는 품질관리를 위해 평균 60분에
달하는 1개의 녹취 통화내용을 2배속으

마인즈랩의 새로운 도전,

로 청취하며 품질관리 심사를 진행했다.

SaaS 기반 AI 서비스

품질관리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다양한 금융권 AI 프로젝트를 수행하

보니 심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

는 동안 민감한 고객 정보가 고스란히

AI 밸류 체인

01

02
알고리즘
엔진

03
서비스

언어지능

컴퓨터
비전

스마트
팩토리

고급분석

09

스마트 머신

머신 러닝
데이터

04
봇 플랜폼

08
수직시장
애플리케이션

07

봇

05

API
서비스

06

경우 고객과 상담사의 통화 내용 하나

(Quality Control, QC)라는 비즈니스

되는 것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도 떨어

담긴 데이터를 외부와 주고받는 것에 제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

벌 트렌드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조심

하나가 기업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 될

앱을 개발했다.

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항상 안고 가

약이 많았다. 파일럿 형태의 기술 검증

인즈랩이 S a a S(S oft wa re a s a

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미 금융권 일

수 있다. 실제로 고객 상담 데이터를

국내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가 바로 이에

야 했다. 이 과정에서 TM 업무가 확장

을 포함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최우선으

Service)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

부 영역에서도 챗봇 서비스에 한해

자산화하고자 하는 니즈는 고객의 불

해당했다. 이 손보사는 지금까지 진행

됨에 따라 QC 업무 전반의 효율화가 절

로 고려해야 할 것이 보안이었기에 웹

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SaaS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이

만 접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한 상담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고객 불만

실해진 것이다. 마인즈랩은 음성인식과

망을 이용하지 못해 개발 단계에서 여

있다. 아직까지 서버에 직접 솔루션을

를 방증한다. 이미 플랫폼 구축으로는

유통, 금융 등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제

여부와 원인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토대로 품질관리를

러 번거로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기

설치하는 방식(on-premise)이 대다수

국내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만

기돼 왔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방법이

석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성

자동화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

술 혁신’을 추구한 금융권의 전폭적인

인 금융권과 달리 전 세계적인 IT 트렌

큼 마인즈랩은 안정적인 SaaS 기반 AI

마땅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녹취된 통

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마인즈랩은 불

다. 이때 도입된 마인즈랩의 QC 시스템

지지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

서비스 공급을 단기 목표로 잡고 미래

화 내용을 사람이 직접 일일이 청취하

만 유형을 상품 해지, 보상 처리, 대출

역시 VOC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음성인

에 마인즈랩 역시 금융과 IT의 협업에

공하는 SaaS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를 준비하고 있다.

며 분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

등으로 분류하고 그 불만 강도를 정의

식(STT)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토대로

자부심을 갖고 큰 어려움 없이 성공 사

마인즈랩의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가 지나치게 컸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한 뒤 약 300시간 가까이 학습시켰다.

이루어졌다.

례를 써 나갈 수 있었다.

(maum.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역시

금융권 각 분야에 비용 절감과 기술 혁

니즈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마인즈

그 결과 고객들의 불만 유형을 자동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은 일평균

금융권의 ‘AI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마인즈랩은 지금은 앞

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

랩은 바로 이 부분에 착안, 음성인식

카테고리화하고 강도를 정의함으로써

200여 건의 TM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

이 과정에서 마인즈랩이 염두에 두는

서 언급한 설치 방식이 절대 다수를 이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경쟁력 제고

과 텍스트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객 불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됐

로 전송받아 표준 스크립트를 준수했

것은 고객사의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

루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권

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인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소리(Voice

다. 이 과정에서 마인즈랩의 VOC 시스

는지, 고객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등

지, 어떻게 하면 그 해결책을 시간과 비

역시 보안 이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즈랩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

of Customer, VOC)와 품질관리

템은 90% 이상의 높은 키워드 인식률을

에 대한 판정을 자동으로 처리했다. 그

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글로

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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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권의 AI 도입 현황 및 발전 전망:
미국 소매금융의 사례

객이 입력한 문장과 음성의 의미를

컴퓨터에서 시행하는 작업 순서를 소

기를 3~5년 후로 내다보는 비율이

AI가 인식해 고객 문의에 대응하는

프트웨어에 기록해 자동화하는 기술

90%에 근접하고 있고, 5~10년 후라

기능이다. 이를 활용해 계좌 잔액과

이다. 현재 RPA를 통한 대체 업무는

고 관측하는 응답 비율은 100%에 이

신용카드 이용액과 같은 정보의 확인,

사무 절차가 세부적으로 설정된 정형

르고 있다. 하지만 AI 활용으로 금융

신용카드의 지불이나 개인 간 송금

화된 업무가 중심이다. 그러나 RPA에

업 내 사무직 일부 인원이 불필요해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연구기관(National Business Research Institute)의 발표에 따르면 32%의
미국 주요 금융사 임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고객 분석, 상품추천, 고객 상담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소매금융의 AI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금융업의 AI가 참조할 수 있는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등 간단한 금융거래를 실시할 수 있

AI의 기계학습과 언어처리를 접목해

져 향후 5년간 은행업계의 근로자가

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자산 운용

비정형 업무에도 접목시키는 움직임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품을 제안하는 등에 활용하는 방식

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견도 있다.

글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장

미국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금융업의 AI 활용과 발전 속도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AI의 활용

(BOA)가 개발한 에리카(Erica)를 들

가속화될 전망

범위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잠재돼 있

수 있다. 에리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최근 미국의 은행과 신용조합을 대상

다. 이에 따라 향후 AI 관련 기술의

해당 은행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

으로 AI 활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

발전으로 자료 분석과 콜센터 업무 등

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소매

AI의 실용화: 부정거래 검사와 대출심

고 오류 인식으로 인해 정상거래로 판

와 비자(Visa)가 기계학습을 이용해

해 작동되며, 고객의 문장 입력과 음

면,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부정

에서 AI 활용 폭은 매우 커질 것으로

사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편

정하는 것이다. 부정거래의 절대량을

부정검사를 실시간으로 시행하고 있

성에 에리카가 대응한다. 캐나다왕립

검사 거래 분야다. 하지만 현재 금융

예상된다. 해당 분야에서 인간이 담당

AI의 기술 발전과 실용화에 사회의 관

줄이려면 전자가 늘어나 고객의 편의

다. 비자에 의하면 기계학습의 도입으

은행(RBC)에서는 신용카드 고객을 대

기관의 AI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다.

하는 의사결정 업무는 AI가 실시한

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관

성이 훼손된다. 반면 이를 회피할 경

로 연간 20억 달러의 부정거래를 사전

상으로 한 챗봇을 개발해 고객 문의

다만 AI 도입 계획이 없다는 은행과

자료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한편

련된 AI의 검색 인기도는 2016년 들어

우에는 다수 부정거래를 포착하지 못

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내용을 130개 이상의 사례로 분류했

신용조합에서도 챗봇과 RPA 도입을

업무 계획도 동일한 과정으로 전개돼

급속히 늘고 있다. 금융업에서 AI를

해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챗봇은 90%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금융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활용할 경우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정

할 수 있다.

고객 응대 자동화와 사무 대체 기능도

정도의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려져 있다.

로 보인다.

보 가운데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대기업인 아메

금융업의 AI 활용 분야로 성장

AI의 금융업 활용 사례 중 하나로는

아울러 미국의 은행과 신용조합 대부

금융기관의 경영 관점에서는 AI의 적

식을 탐색하는 학습 기능이다. AI가

리칸엑스프레스(American Express)

기계학습에 기초해 개발된 챗봇은 고

RPA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분은 향후 AI 영향이 가시화되는 시

극적인 활용으로 조기에 경영관리를

학습하는 구조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며, AI는 다양한 자료를
정보로 입력해 각종 자료의 분류 방법
과 이들 간 연결 지식을 습득한다.
금융업에서는 기계학습을 주로 신용

고도화·효율화할 경우에 여타 금융기
미국 금융업의 분야별 AI 활용도 현황

도입

시험단계

계획단계

검토단계

부정거래
검사

14

9

23

50

5

정검사 시 2가지 문제가 있다. 정상거
래임에도 오류로 인해 부정거래로 판
단하는 경우, 부정거래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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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대응
챗봇

9

14

45

석, 챗봇, 업무 대체 등의 정밀도와 능

20

단순사무 대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10
0%

10

38
20%

40%

43
60%

80%

력이 제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

40

32

도입이 지체되면 AI의 정밀도와 능력
이 뒤처지는 동시에 선도 업체의 추격

32

도 어려워진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0
100%

자료: BankAI·미즈호 종합연구소 등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AI의 새로운 자료 학습
능력이 커질수록 AI에 의한 자료 분

86

80
60

학습하고, 이에 기초해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다만 부

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100

계획 없음

이용 시간, 이용액과 같은 대규모 자
료를 AI가 처리해 부정거래 특징을

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금융업계의 판

단위: %

단위: %

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부정거래 방지
에 활용하고 있다. 카드의 이용 점포,

관에 비해 비교우위가 확보될 전망이

AI가 은행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현재

3~5년 후

5~10년 후

해볼 때 AI 활용은 향후 개별 금융 경
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업체의 시

자료: BankAI·미즈호 종합연구소 등에서 재인용

급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www.koscom.co.kr

39

COVER STORY
Infography

세계의 AI 금융 서비스 현황 및 동향
2017년 AI 현황 및 2020년 AI 지출 변화율(미국, 영국, 중국 등 10개국 대상)
(단위 %)

14

금융 서비스

2020년 AI 산업별 도입률 예측

12
첨단기술통신

10
세계적 소비재

8
관광

6

에너지 자원

의료서비스
소매

전문서비스직
교육

4

자동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운송 및 물류

2
0

건설
0

5

10

15

20

25

30

35

2017년 7월 AI 채택율
*금융 서비스 산업은 2020년 AI 지출을 늘릴 산업 13개 산업 중 2위를 차지. 출처 : 맥킨지

향후 3년간 금융 서비스 기관의 조직 내에서
AI 기술 도입이 예상되는 분야

단계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유형
서비스 주체

리스크 평가

고급 관리자
기능

2% 5%

45%

도입 전망
없음

17%

기타

17%

판매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재무분석 및 연구

49%

37%

26%

관리

*2017년 미국 은행 임원 대상 조사. 자료 : 유로머니

29%

29%

KYC 및
자금 세탁방지

(단위 : 조 달러)

채택률(오른쪽)

0

5.6
4.1

2.7

1

0.9
0.3
2016(F)

1.7
0.5
2017(F)

1단계

자문형

인공지능

자문 인력

-

2단계

일임형

인공지능

-

운용 인력

3단계

자문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

4단계

일임형

인공지능

-

인공지능

33%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AI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

2

0.9

기타

규모에 맞는 개인별 커뮤니케이션

64%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경쟁력

TOP3
POSITIVE
69% 74%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TOP3
NEGATIVE
40%
인력구조

39%
시장
안정성

놓칠 경향이 있는 데이터의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2019(F)

2020(F)

0

20%
시장 규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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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미래 금융 서비스에 미칠 영향

혁신적인 회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2

자료 : A.T. Kearney(2015년 6월)

40

6

4

1.5

2018(F)

운용

*단계가 높을 수록 사람의 개입이 적음. 자료 : 금융위(2016년 3월) 보도자료 재구성

(단위 : %)

운용자산(왼쪽)

자문

트레이딩

미국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 규모 및 채택률 전망
2

분석

신용평가 절차

준법감시

19%

서비스 단계

5

10

*2017년 미국 은행 임원 대상 조사. 자료 : financialbrand.com

3

2

1

1

2

3

자료 : 유로머니

Finance I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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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Insight
Analysis
Commend It
policy
Catch Up

가트너 심포지엄으로 살펴본 2018 기술 및 사업 전망
정지석 코스콤 신임사장 인터뷰
2018년 핀테크 금융, 기술혁명의 도입과 활용 본격화
금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거세지는 글로벌 공룡 ICT 기업의 금융 진출
금융권 U2L(Unix to Linux) 본격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규제 트렌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만남, AIoT

■ FINANCIAL IT

IT FOCUS

가트너 심포지엄으로 살펴본
2018 기술 및 사업 전망
2017년 11월 23일 코스콤에서 ‘자본시장 CIO & CISO 포럼’ 조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금융투자업계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코스콤 임원 등 이 자리에 참석한 포럼 회원들은 가트너의
2018년 비즈니스 예측과 전략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2018년 금융IT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글 이준관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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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인공지능

가 한계였다면, API를 통해 IoT와 AI도 하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4가지 유형과 사례

매년 심포지엄을 열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AI)이 언급되었으며, 이 3가지의 속성과 차이

의 주체와 객체가 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

가트너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4가지

를 발표한다. 세계적으로 폭넓은 영향력을 미

점을 활용해야 성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B2T(Business to

로 분류한다. 협업(collaboration), 편성

치거나 향후 5년 안에 주류로 편입할 가능성

또한 각각의 확장성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Things), B2A(Business to AI), C2T(Cus-

(orchestration), 창작(creation), 매칭

이 있는 기술들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기업들

덧붙였다.

tomer to Things), C2A(Customer to AI)

(matching)이다. 협업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

은 이를 참고해 정보기술(IT) 분야의 동향을

IoT는 초기 투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성

등 확장된 조합으로 16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해 힘을 합치는 것, 편성은 여러 개별 요소를

파악하고 발전상을 예측하고 있다.

숙기에 이르면 더는 가치를 올리기가 힘든 특

발생할 수 있다.

조합하는 것이다. 창작은 참여자 모두가 무언

2017년 11월 23일, ‘자본시장 CIO & CISO 포

징이 있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데서 그

AI는 발전과 성숙을 거듭하고 있는데, AI가

가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앱스토어가 대

럼’ 조찬 세미나에서는 2017년 10월 초에 발표

치지 않고, 가상과 실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

확장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다. 인간의 직업을

표적 사례다. 매칭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

된 ‘2018 가트너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살펴

할을 한다. 즉 디지털 세계를 실물 세계로 확

대체하는 영역도 있는 반면, AI로 인해 새로

하는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 등을 예로 들 수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금융IT의 발전

장하는 셈이다.

운 직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 최 전무는 이와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

방향을 전망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

반면 API는 초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시간

인간의 능력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모델의 4가지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어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필요하고 개발 파트너의 능력도 중요하다.

을 하는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관한

첫째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 뱅크로 소비자와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면 그때부터 가

증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이커머스, 스토어를 연결해주고, 소비자가 원

초연결 시대, 플랫폼 내 확장성에 주목하라

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파장도 매우 크다. 최

AI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

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최 전무는 “앞으로는 플랫폼상에서 기업과 서

전무는 “IT업계의 대형 기업인 구글, 아마존,

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방식이다.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

비스, 고객 등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고, 상

페이스북, 애플은 API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물론 이러한 기술을 무턱대고 도입한다고 해

매할 때 잔고가 부족하다면 카스피 뱅크가 신

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만들 것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일으킨다”고 설

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술을

용등급을 고려해 대출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이며, 그러한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명했다.

활용해 최적화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

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욱 쉽게 대출을 받아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API는 관계를 확장한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

을 만들고자 하는지 명확한 지향점이 있어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가트너 심포지엄에서

래(Business to Business, B2B)와 기업·소

한다. 이런 지향점이 없다면 기술 도입은 단순

둘째는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주목해야 할 3가지 기술로 사물인터넷(IoT),

비자 간 거래(Business to Consumer, B2C)

한 ‘프로젝트의 수집’에 불과하다.

Mellon)이다. API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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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사례로, BNY 멜론 넥센(BNY Mellon

2018 가트너 10대 전략기술

NEXEN)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과

최 전무는 2017년 10월에 발표된 2018 가트너

개발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10대 전략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략기

있는 장을 만들었다.

술은 크게 지능형(intelligent), 디지털

셋째는 브라질의 방코오리지널(B a n c o

(digital), 그물망(mesh) 3가지 영역의 10가지

Original)이다. API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기

가 소개되었다.

능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계좌 조회나 투자한

그는 “가트너는 이러한 개별 요소가 상호 연결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드

된 환경에서 시장의 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예

는 등 API의 확장 사례로 꼽힌다.

측했고, 10대 전략기술의 도입을 검토해 새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개발은행(Singapore

운 사업 기회를 구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DBS)이 있다. DBS는 SG 카마트(SG Car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Mart)와 협업해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만들

가트너 10대 전략기술에 대해 최 전무는 “아직

고, 딜러와 구매자를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향후 2~3년 안에 티

구매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가

핑포인트(20% 도입 시점)가 보일 만한 기술을

이뤄졌을 때 수수료를 얻는다. 플랫폼 비즈니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 가트너

스 유형 중 매칭에 해당한다.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금융계에 AI가 본격 도입되었다.
고객의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
로 한 챗봇(chatbot)은 단순 응
답을 뛰어넘어 금융 상품 정보와
환율, 상식 등을 제공하는 수준
까지 발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를 활용한 투자
상품도 속속 선보였다.

AI도입의 본격화,

제도권
금융계를 뒤흔든

챗봇과 로보어드바이저

디지털 인질극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7년 금융IT
카카오뱅크
효과적 정보 공유

오픈 플랫폼의 대두

금융IT 최고의 화제는 카카오뱅
크였다. 출범 1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시
중은행도 발 빠르게 대응해 서
비스를 개선하는 등 카카오뱅크
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
융시장의 ‘메기효과’를 톡톡히
일으킨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통을 시점으로
16개 은행과 코스콤 주축의 14개 증권사가 오픈 API에 참여했다.
금융사와 개발사 등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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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Intelligent)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AI Foundation)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및 분석
(Intelligent Apps and Analytics)

지능형 사물
(Intelligent Things)

2020년까지 자율적으로 학습,
적응, 행동하는 시스템은 업체
간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또 2025년까지 의사결
정 능력 향상, 비즈니스 모델,
고객 경험 향상, 생태계 리모델
링을 위한 AI의 능력이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이끄
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애플리
케이션과 앱 서비스들이 일정
수준의 AI를 포함하게 될 것이
다. 일부 앱들은 AI와 머신러닝
을 필수로 포함하는 지능형 앱
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앱들은 드러나지 않게
지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AI
를 활용할 것이다.

지능형 사물은 AI와 머신러닝
을 사용해 사람들과 주변 환경
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
는 사물을 의미한다. AI는 자율
주행차, 로봇, 드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지능형 사물의 발전
을 주도하고 있으며, IoT나 연결
형 소비자, 산업 시스템 등 수많
은 사물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디지털(Digital)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클라우드에서 에지
(Cloud to the Edge)

대화형 플랫폼
(Conversational Platforms)

몰입 경험
(Immersive Experience)

디지털 트윈은 실제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IoT의 맥락에서 디지털 트윈
은 실제 대상과 연결되어 상대
방의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
를 부가한다. 또 현실 세계에 존
재하는 실제 모델과 연결되어
물체나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제품 사용 방법, 개선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에지 컴퓨팅은 정보 처리 및 콘
텐츠 수집, 전달이 정보 소스에
가깝게 배치되는 컴퓨팅 토폴
로지(topology)를 나타낸다. 연
결과 대기시간 문제, 대역폭 제
약과 에지에 내장된 다양한 기
능 차원에서는 분산모델을 선
호한다. 기업은 IoT 요소가 중요
한 사람들을 위해 인프라 아키
텍처에서 에지 컴퓨팅을 사용
해야 한다.

대화형 플랫폼은 디지털 세계
와 인간 상호작용 방식 간 차세
대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할 것
으로 예측된다. 이제 해석하는
역할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몫이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질문이나 명령을 받은 후 기능
을 수행, 콘텐츠를 제시, 추가
인풋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일
을 처리한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은 대화형 플랫폼
과 결합해 사용자 경험(UX)에
서 보이지 않는 몰입형 경험으
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사용자는 물리
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및 실제와 상호작용하는 생동
감 있는 경험으로 부각되는 복
합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물망(Mesh)
금융계의
‘메기효과’

랜섬웨어
데이터를 인질로 삼은 랜섬웨어
의 창궐을 빼놓을 수 없다. 2017
년 5월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
라이’ 랜섬웨어가 국내에 상륙하
기도 했다. 국내 금융계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국내 기업들에
는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을 갖추
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
로 생성된 가상화폐는 제도권
금융 산업 밖에서 금융 생태계
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지닌다. 결국 가상화폐(비트
코인)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를 통해 제도권에 진입했다.

2018 가트너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블록체인
(Blockchain)

이벤트 기반 모델
(Event-Driven)

지속적이며 적응 가능한 리스크·
신뢰 평가(CARTA) 접근법

블록체인은 개별 앱이나 참가자
와는 무관하게 비즈니스 마찰을
배제하는 분산형 계정으로 디지
털 통화 인프라에서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장기적
으로 유망하고 새로운 혁신을 불
러올 것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현
재보다는 앞날이 더욱 유망하며,
향후 2~3년간 관련 기술 다수는
다소 미숙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이벤트는 상품 구매 주
문, 항공기 이착륙 등 주목할 만
한 상태나 그 변화를 발견해 디지
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벤트 브로커, IoT, 클라
우드 컴퓨팅, AI 등을 활용해 신
속히 추적하고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의
실시간 상황 인식은 디지털 비즈
니스 솔루션의 필수적인 특성이
될 것이다.

보안과 리스크 관리 담당자는 적
응 가능한 대응으로 실시간 위협
과 신뢰성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
해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리
스크 및 신뢰 평가(CARTA) 접근
법을 택해야 한다. CARTA의 일환
으로 기업이 데브옵스(DevOps)
툴과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간극을 좁힌 것과 같
이 보안팀과 애플리케이션팀 간
장벽 또한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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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7일, 코스콤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정지석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스콤
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업 혁신과 다각화로 금
융IT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2월 7일, 첫 공식행사인 출입기자 간

코스콤의 새로운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과 IT를 아우르는 융합의
관점에서 금융IT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담회가 진행되었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구체적인 비전과 경영 방침은 나오
지 않았지만,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 사

움은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의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관해 들어볼 수

Q4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콤을 어떤 방향으로 이

있었다. 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대화 내용을

끌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모든 임직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수익에 연연해서 장기적인

Q1 40년 만의 첫 코스콤 출신 사장으로 취임하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활기차고 신바람

셨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코스콤 출신으로서 사장이 된 것을 영광이라고

나는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사업에 과감

생각합니다. 저는 코스콤 직원들에게 희망이 되

하면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

고 싶습니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베풀 수 있는 기

다. 27년 전, 코스콤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내부에서 CEO가

바랐던 것처럼 일방적 지시에 의한 상명하복

나올 수 있도록, 내부 직원 출신의 CEO에게 자

관계가 아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소통을

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

Q2 코스콤 사장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겠습니다.”

“코스콤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했기 때

Q5 현재 CEO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문입니다. 지금의 코스콤에는 새로운 비전과

있다면 무엇입니까?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

“아직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시점

스콤에서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상품을 기획

이라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느낀

하고 개발했던 경험들이 남들과는 다른 저만

건 예상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입

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를 코스콤이 따라잡지

Q3 코스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7년간 코

는 무엇인가요?

스콤에서 일한 경험을 거울 삼아 답을 찾고

정지석 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코스콤 출신 최고경영자(CEO)로 화제를 모았다.
2017년 12월 7일,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사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고객 중심 가치 창출을 강조하며, 코스콤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껴 쓰

과감하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고, 경비를 줄여서 흑자를 유지했지만, 실질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

흑자는 아니었죠. 직원들은 마음껏 일하지 못

콤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

글 이준관 기자

하고, 서비스는 약해진 탓에 떠난 고객들도 있

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고객 가치를 창

습니다. 그런 흐름이 코스콤의 위기라고 판단

출한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코스콤은 더 큰

했습니다. 제가 4년 전 코스콤을 떠날 때보다

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에게 꼭 필

지금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

요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정지석 코스콤 신임사장

“플랫폼 비즈니스로
코스콤의 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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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투자해서 실패한다면 공부가 되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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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어떤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에게

성공적인 사례로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주목하

필요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신가요?

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기업보다 많은 IT 인력

“코스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기술(IT) 서비스

을 채용해 화제가 된 적도 있지요. 그들처럼

와 상품 등에 대해 고객이 실제로 변화된 가치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할

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획입니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그 방법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있다고 봅니다.

하면 기술 활용을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 플랫폼을 만들어

연구개발에 가깝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

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콤은 플

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하고, 이

랫폼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

를 위한 기술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할 것

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니다. 현재 코스콤이 제공하는 ‘증권주문중

내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변화가 있

개허브 솔루션'(STP-HUB) 같은 기존의 플랫

을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폼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개척하는 방안도 고

수립했으며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려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코스콤의 새로운

Q8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구체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적인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코스콤이 가장 중점

될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차 산

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업혁명 시대 금융과 IT를 아우르는 융합의 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ICBMA

점에서 금융IT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실천하

(IoT, Cloud, Big-data, Mobile, AI) 등 정보통

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신기술(ICT)의 핵심 기술 중 현재 코스콤이 진

패러다임 시프트 추진과 자본시장의 많은 플

행 중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기

레이어들이 연결되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

반으로 자본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사

니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시장 IT 생태

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

빅데이터 활용 경쟁 본격화

우리나라도 빅데이터가 금융부문 혁신 성장의

계 구축을 선도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과 로드맵은 향후 사업계획 검토와 본부별 분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

핵심 이슈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정

Q7 플랫폼 비즈니스가 코스콤의 핵심 사업이 될

임 토론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릴 정도로 핵심 분야지만, 핀테크와 관련해선

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와 핀테크업계의 빅데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플

Q9 코스콤이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주가 예측

그동안 개인정보보안 이슈에 묶여 기술 개발

터 구축·활용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세

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등 여러 가지 킬러 콘텐츠 발굴을 진행 중인 것으

과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젠 핀테크

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비즈니스는 코스콤의 미래 먹거리가

로 아는데,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알고 싶습

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

를 맞아 빅데이터 활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될 것입니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기업으로

니다.

성이 높다. 실마리는 2018년부터 유럽에서 도

빅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정책 결정 시 기존 통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코스콤은 현재 추진 중

“코스콤은 데이터 중심 기업의 핵심으로 빅데

입하기로 한 결제서비스지침(PSD2). 당사자

계나 설문조사가 놓쳤던 흐름을 잡아낼 수 있

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터(big-data) 사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우

동의에 따라 소비자 금융정보 이전을 허용함

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은

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서비스는 새롭게 혁신

선적으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2016년 4월부터 ‘나우캐스팅’이란 모델을 통해

하고,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

고도화하고, 로보애널리스트·저널리즘을 제

금융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

성장률을 예측한다.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

코스콤 플랫폼에서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 능력을

다.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

서 고용, 물가, 수출입, 금리, 환율 등을 관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Open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 추

는 만큼 세계 시장에선 2018년이 금융시장에

하면서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주일 단위

플랫폼 환경의 자본시장 IT 생태계를 구축하

진과 연계해 클라우드(cloud) 기반의 빅데이

서의 빅데이터 활용 원년이 될 거라는 얘기가

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도 계산할 수 있

여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터·AI 플랫폼을 구축·육성할 계획입니다.”

나온다.

게 되었다.

■ FINANCIAL IT

2018년 핀테크 금융,
기술 혁명의 도입과 활용 본격화
2017년 핀테크(FinTech) 산업은 해외에서 약진했던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P2P(Peer-toPeer)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이 국내에서도 활발했고,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
급성장세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핵심 지능정보기술, 예컨대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도입과 활용이 빨라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런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핀테크 금융의 미래를 조망해본다.
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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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대폭 증가할 것이기에 거래 비용 축소가 필수

전망이다.

더 나아가서 고객의 가계장부나 자산에 대해

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

이미 중국에선 스마트 결제 기능과 전자상거

재무관리를 도와주는 챗봇도 등장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업계의 관심도 높다. 삼성카드,

래 확대를 배경으로 경제활동의 IoT(사물인터

챗봇의 사례는 미국의 상업은행인 ‘뱅크오브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블록

넷)화가 빠르게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아메리카(BoA)’가 대표적이다. BoA는 스마트

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KEB

교통은 물론, 식사, 쇼핑, 여행, 교육, 문화 그

폰에 내장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하나은행 등이 해운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컨

리고 금융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거

대화형 챗봇 ‘에리카’를 개발했다. 고객은 문자

소시엄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글

의 모든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뿐 아

입력 또는 음성을 통해 에리카와 대화할 수 있

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R3 프로젝트, 비

니다. 모바일뱅킹의 일반화로 길거리 걸인조차

는데, 에리카의 대답은 대단히 유연해서 마치

자마스터의 블록체인 기반 기업 결제 서비스

도 QR코드로 행인들에게서 돈을 받을 정도

살아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출시 등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다. 그렇다면 거대 공룡 중국이 이처럼 빨리

든다. 영업뿐 아니라 백오피스 업무에도 AI 기

만큼 금융권의 내부 인센티브 제공, 핀테크 업

무현금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술을 활용할 수 있다. 소위 로보틱스 프로세

체와의 적극적 협력 등 보다 긍정적인 업계 대

첫째, 모바일인구의 급증(약 7억), 둘째, 아이

스 오토메이션(RPA). 한마디로 직원이 컴퓨터

응이 요구된다. 블록체인은 세계 시장에서도

로니컬하지만 중국경제의 낙후성과 불편함이

AI 활용의 다각화

에서 행하는 작업 절차를 소프트웨어로 개발,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서

오히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계기가

AI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앞으로 핀테크업계도

비스 개발 노력은 향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된 점, 셋째, 선(先)허용 후(後)보완정책과 인

히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결제에서의 부정거

AI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 경쟁이 활발해질 것

가진 시장의 표준화 경쟁 등에서 우위를 확보

터넷플러스정책으로 대표되는 중국정부의 유

래 검사다. 부정거래 검사는 신용카드와 체크

으로 기대한다. 챗봇으로 일반 상담뿐 아니라

하는 데 그만큼 유리하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

연한 신산업정책을 그 이유로 꼽는다.

카드의 부정거래 방지가 주목표다. 지금까진

가계장부,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

스는 가상화폐에 대한 실수요 창출 등 가상화

이러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활성화는 비단 중

사람이 부정거래 모델을 구축했지만, 대규모

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등 글로벌 자산 운용

폐 시장에서의 경쟁력 장악에도 큰 보탬이 될

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핀테크와 지능정보기

데이터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또 새로운 유형

업계에선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세가 두드러

것이기에 각 금융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

술의 융합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미 미

의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델 수정에 시간이

지는데,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

망이다.

국, 영국, 유럽 등에서도 글로벌현상으로 부각

걸리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AI를 통

해선 로보어드바이저 육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 빅데이터를 줘도 단시간에 부정거래의 특

할 만하다고 본다. 경쟁력만 있으면 소규모 업

징과 유형을 파악해낸다. 단어 간의 관계를

체로도 세계 제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
핀테크 산업에 지능정보기술을 본격적으로 도

학습해서 문장과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AI도

부의 더욱 적극적인 비대면 거래 규제 완화가

입, 활용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4차

활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모델은 우

필요한 이유다.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화가

FINANCIAL IT FRONTIER

되고 있다. 핀테크와 지능정보기술이 본격적
으로 접목되는 2018년, 우리 정부의 보다 적
극적인 정책드라이브를 기대해본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소위 ‘손안의 모바일시

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챗봇(chatbot). 챗

50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소위
‘손안의
모바일시장’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봇은 고객이 입력한 문자나 말한 음성 내용을

블록체인의 혁명적 파워 기대

장’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지

AI가 인식해서 고객 질문에 자동으로 답하는

20세기가 인터넷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록체

능정보기술의 기초재료라 할 수 있는 빅데이

기능으로, 고객의 다양한 매체, 예컨대 소셜네

인의 시대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경제와 시장

터가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생산되기 때문

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전화, 스마트폰 스

구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파워가

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은 하나의 통신수단에

피커 등에 대응한다. 과연 어떤 기능까지 가능

있다는 얘기다. 핵심은 블록체인의 위변조 보

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소비시장으로

할까. 우선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이용 금액

안능력. 블록 자체가 거래의 위변조 위험을 제

변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등을 확인한다든지 신용카드 금액 결제와 송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CPU) 또는 제3

담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

금 같은 간단한 금융거래는 이미 대형 은행들

자 검증 비용이 불필요하다. 특히 다가오는 사

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생산시장, 나아가 가상

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빠르게

물인터넷(IoT) 시대엔 사물 간의 금융거래도

화폐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도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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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s o c i e t a l f r a m e w o r k), 경영 관행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성지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국

1

뉴질랜드

21

덴마크

41

모리셔스

61

캄보디아

2017년 9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6위에
머물며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WEF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가 하락하고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 국가다”라고 평가했다. 노동 및 금융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이 역시 발목을 잡았다. 금융
부문이 6계단 오르긴 했지만 74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에 WEF의 평가 방법에 준거한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금융 산업이 나가야 할 혁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가경쟁력은 거시경제지표, 기업의 성과지표,

2

미국

22

에스토니아

42

인도

62

쿠웨이트

기타 사회 제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경쟁

3

싱가포르

23

체코

43

몰타

63

조지아

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 기반(a

4

핀란드

24

아랍에미레이트

44

남아프리카

64

라트비아

founda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구축

5

홍콩

25

카타르

45

헝가리

65

보츠와나

이 필수적이다.

6

호주

26

벨기에

46

바레인

66

감비아

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편, ‘금융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

7

캐나다

27

콜롬비아

47

몬테네그로

67

부탄

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혁신 주도 기업 등

8

스위스

28

네덜란드

48

중국

68

스페인

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

9

노르웨이

29

기니

49

아이슬란드

69

아일랜드

중개 역량을 일컫는다. 이는 금융 부문 경쟁

10

스웨덴

30

오스트리아

50

나미비아

70

요르단

력, 금융 산업 경쟁력, 국제 금융 경쟁력으로

11

이스라엘

31

자메이카

51

트리니다드 토바고

71

베트남

세분할 수 있다.

12

독일

32

슬로바키아

52

필리핀

72

모로코

먼저 금융 부문 경쟁력은 자금을 경제 내에

13

영국

33

프랑스

53

폴란드

73

네팔

14

파나마

34

르완다

54

오만

74

한국

15

룩셈부르크

35

페루

55

케냐

75

라오스

16

말레이시아

36

멕시코

56

사우디아라비아

76

레바논

17

칠레

37

인도네시아

57

엘살바도르

77

이집트

18

과테말라

38

온두라스

58

불가리아

78

아르메니아

19

대만

39

코스타리카

59

리투아니아

79

아제르바이잔

20

일본

40

태국

60

우루과이

80

터키

(management practices), 태도 및 가치 등 정

가장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해 경제 성장을 촉
진하는 금융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금융 중개는 작은 의미로는 예금과 대출 중개
를 의미하며, 큰 의미로는 흑자 지출 경제주체
와 적자 지출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잉여
자금의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중개 기능이 원
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자금수요
WEF 금융경쟁력 현황
WEF의 2017년 기준 한국 금융경쟁력은 세계 137개 중 7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두 그룹의 금융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저개발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WEF 금융경쟁력 순위

자 및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 시스템 또한 안정적이
어야 한다. 가계 및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

금융경쟁력 개념
기업명

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

52

FINANCIAL IT FRONTIER

금융부문 경쟁력

금융산업 경쟁력

국제금융 경쟁력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금융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국내 금융의 해외진출,
해외 금융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금융 중개
기능이 국제적으로 확대

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

금융경쟁력이란?

성과를 초래하기에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물 부문에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는 개념은 원래

활용해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융 교란(financial disturbance)을 막고 금융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능력과 성과

평가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경쟁력을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생산

개별 금융사 또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여타

를 경쟁 회사보다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성, 효율성, 수익성 및 여타 역량이 제고되는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과 같이 생산요소를

국제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동원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

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은 실질소득, 무역, 투자, 고용 등 경제의 거시

량을 말하며 효율성, 규모, 정보기술(IT), 자원

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법·제

지표를 통해 측정하며, 생산성 및 효율성은 기

관리 능력 등을 개별 금융사 또는 금융 산업

도, 정책 운영 등의 차이가 국가 간 다른 경제

업의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프레임워크

의 경쟁력 구성요소로 활용한다.

정의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ries)
기능의 효율성

■금융수요자의
금융접근성 확대
■합리적이고
필요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교란 방지 및
금융시스템 안정

■효율성(Efficiency)
■규모(Size)

■거시경제 안정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
■금융연관 산업 발달

■연성요인(Sof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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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WEF 금융부문 경쟁력 세부 항목 순위
항목

WEF 금융부문 경쟁력 추이
순위

전성, 증권거래 관련 규제, 법적 권리 지수 등

2001

8개 항목을 7점 척도로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0

금융시장 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4

산정해서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특

10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

81

히 각국 중소기업, 대기업 등 100개 기업의 최

20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

44

고경영자(CEO)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평균 점

30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47

수가 높은 순서로 국제 순위를 부여한다.

대출의 용이성(Ease of access to loans)

90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

64

은행 건전성(Soundness of banks)

91

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증권거래관련 규제(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71

정량적 지표를 포함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

법적 권리 지수(Legal rights index)

69

WEF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기업의 금융에 대
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라는 점에서 절대적 순
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

2003

32

2005

2007

46

2011

2013

2015

2017 (년)

27

33

36

평균 : 37.8위

40
50

2009

49

42

37

60
70

53
71

80

가하는데, 평가 대상 63개국 중 우리나라는

90

종합 29위, 금융경쟁력 35위에 올라 있다. 평

100

83

80

81

74

80
87

80

(순위)

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정량적 지수가 높
기에 순위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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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국내 금융의 해외 진출,

다. 또한 영국의 싱크탱크 지옌(Z/Yen)은 서울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

합병(M&A)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금융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금융 중개

의 국제금융센터 경쟁력 순위를 전 세계 92개

최근 금융선진국의 금융기관은 기술 기업을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금융 혁신

기능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개별 금융사의 수

도시 중 22위로 평가한다. WEF의 금융경쟁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에 대해 미국은 관망(wait and see)하는 자세

익 창출과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력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평가다.

제이미 다이먼 미국 JP모건체이스 CEO는

로, 영국은 일정 기간 금융 규제를 면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도시가

다만, 2001년 이후 WEF의 금융경쟁력 순위

“실리콘밸리가 다가오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또

추이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

이 향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 상대다”라고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를 취

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i nt er n ation a l

융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해 저조한 수준을

말했다.

하고 있다.

financial services center)로서 경쟁력을 확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

안토니 젠킨스 전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핀테크 등 기술 기업과

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물적·제도적

상품의 불완전판매,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CEO도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개별 금융소비자 수요

인프라 구축, 풍부한 인적자본 확보, 금융 연

등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데 기인

대출, 결제, 자산관리 업무를 대형 은행보다

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선결 조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고도 저렴하고, 또 우수하게 실행할 수

등 금융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신성장 동력

있다”며 “기존의 금융업계도 통신업계, 출판업

정부도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 적용 등 규제 합

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보다는 가계

계, 음악업계와 같이 디지털화의 파고에 휩쓸

리화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WEF의 금융경쟁력 평가 방법

대출에 집중해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하고 담

려 (기존 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

‘금융혁신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 금

WEF는 금융 중개 기능에 초점을 두고 효율

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

고 있다”고 언급했다.

융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적으로 지원

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판도 거세다. 더군다나 한국 금융은 지속적인

이러한 금융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글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

금융경쟁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혁신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타

벌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최신

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 공급도 확대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 금융 서비스 가격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금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핀테크(FinTech)

될 것이고, 이는 여타 산업 혁신의 촉진으로

적정성,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대출

국내 시장은 천수답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랩을 신설해 핀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

이어져 금융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금융

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 은행 건

인식이 일반적이다.

으며, 유망 핀테크에 대해서는 투자와 인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www.koscom.co.kr

55

■ FINANCIAL IT

ANALYSIS

거세지는 글로벌 공룡 ICT 기업의 금융 진출

플랫폼 대형화로 금융시장 내 협상력 강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공룡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급결제에서 시작한
페이스북의 금융 사업은 급기야 페이스북 대출까지 등장하면서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금융 사업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금융업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들여다본다.

일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여전히

ICT 기업의 신규 지급결제 플랫폼의 등장이

기업명

주요 현황 및 서비스 특징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현황

▶ 2015년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안드로이드페이 출시
▶ 미국 전역 내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700여 개의 소매업체와 제휴
▶ 앱 내 결제를 지원하는 레스토랑 예약 앱 ‘오픈 테이블(Open Table)’,
식료품 배달 앱 ‘인스타카트(Instacart)’ 등과 제휴

특징

▶ NFC 지원 모바일 기기*에 전용 앱 다운 및 카드정보 등록 후 안드로이드
페이 수용 오프라인 가맹점과 앱 내부 결제 기능이 있는 앱에서 결제 가능

은행과 카드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
의 결제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ICT 기업의 플랫폼 대형화는

글 최민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

글로벌 ICT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

구글
이용
절차

향후 기존 금융 회사의 협상력을 저하할 가능
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ICT 기업은 플랫폼을

1. 앱 다운로드

구축한 후에 가격 협상력을 높여 독과점적 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 제공

적으로 지급결제 시장 내 기존 금융 회사의 역

최근 몇 년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글

글로벌 ICT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특징은

할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로벌 ICT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혹은 은행계좌를 연동해 플라스틱

있다. 특히, 이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IT 플

실물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제공

공동 플랫폼 구축으로 시장 주도권 선점

랫폼 내 대규모 고객 접점을 시장 진출에 적극

하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일명 ‘페이(pay)’

앞으로 글로벌 공룡 ICT 기업의 금융시장 내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전 세

서비스에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인 비자, 마스

협상력이 강화된다면 금융 서비스 영역이 ICT

계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0% 이상을 차지하

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의 신

기업의 자체 수익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고 있고 페이스북의 월간 접속자 수는 15억 명

용카드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메

있다.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보유한 ICT 기

에 달하는 수준이기에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신저에 미국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와 연계된

업의 지급결제 플랫폼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

전 세계 금융 산업에서 ICT 기업의 영향력을

직불카드를 등록해 페이스북 친구에게 간편송

해 기존 금융 회사들은 공동 플랫폼 구축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금이 가능한 무료 개인 간(P2P) 송금 서비스

검토해볼 수 있다.

이다.

‘Friend-to-Friend’를 2015년 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 관련

특히 주목할 점은 ICT 기업이 지급결제 시스

글로벌 ICT 기업은 서비스 진출 국가에 성공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의 협력

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요 금융 회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 금융 회사가 보유

4. NFC 결제

▶ 2012년 모바일 전자지갑 패스북(Passbook) 출시
▶ 2014년 9월 NFC, 지문인식을 결합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애플페이 출시
▶ 애플페이 출시 이후 약 200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사용 가능
스타벅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은 자사 앱에 애플페이 탑재

특징

▶ ‘인스토어(In-Store)’는 애플페이 이용 가능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NFC
결제 단말기에 아이폰을 대고 지문 인증을 통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
▶ ‘인앱(In-App)’은 앱 스토어 내 인앱 결제를 지원하는 앱에서 애플페이를
통해 사용자가 카드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

라를 거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장기
글로벌 공룡 ICT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본격화

3. 앱 실행

현황

장 지위를 형성해 나가는 전략을 활용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ICT 기업은 기존의 금융 인프

2. 카드정보 등록

애플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플랫

해 금융 서비스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혀 가고

한 금융 기술이 통합된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폼에 오프라인 결제수단을 연계한 지급결제

있다. 애플은 제휴를 맺은 카드사 이외에도 호

금융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고, 개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애플페이 사용 가능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로 범용

미국 내 700여 개의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

국가의 대형 은행들과도 협업 중이며, 페이스

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에 참

는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Android Pay)’, 전

북은 비자,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 사용을 지

여할 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

세계 약 200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결제가

원하면서 페이스북의 주기능인 소셜 네트워킹

으로 발굴·육성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가능한 애플의 ‘애플페이(Apple Pay)’가 그 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금융 니즈까지 충족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표적인 예다.

시키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용
절차
1. 카드 등록

2-1. 오프라인 결제

2-2. 앱 내 결제

현황

▶ 2014년 4월 영국의 국제 송금 서비스 회사 아지모(Azimo)와 제휴 체결
▶ 2015년 3월 페이스북 메신저에 무료 송금 서비스 ‘Friend-to-Friend’ 도입

특징

▶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친구 간 송금 시 카드정보 등록 후 생성한 핀(PIN)
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으로 인증 완료
▶ 송금 수신자와 발신자가 이미 페이스북 계정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초기 인증 절차를 생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페이스북
이용
절차
1. 메신저 내 ‘$’ 클릭

2. 송금액 입력

3. 송금 완료

*NFC 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OS 킷캣(4.4) 버전부터 사용 가능 자료: 각사 웹사이트·여신금융연구소

ICT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카드업계 대응 방안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 기술 통합
기술표준화를 위한
금융회사간 협력

금융업계
공동 플랫폼 구축
플랫폼 참여자
발굴 및 육성

유사 서비스 분야에
공동추자 추진

지속적인
신규 사업모델 탐색
자료: 여신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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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D IT

금융권 U2L 본격 추진
금융권에서는 안정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유닉스(Unix)가 기본 운영체제(OS)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K)뱅크에 이르기까지 리눅스(Linux) 기반의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고, 해외에서도 점차 리눅스
도입 비율이 늘고 있다. 금융권의 U2L(Unix to Linux)은 어떻게 전개될까?

연도별 서버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

글 류진호 EY한영 파트너

유닉스

45
(%)

40

윈도

효율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IT 비용의 많은 부

업무에 리눅스 도입 확산

분이 서버와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 및

리눅스 기반 시스템이 시장에 소개된 것은 오

유지보수 비용이다. 그러나 최고정보책임자

10

래되었지만, 금융기관 특성상 안정성, 성능 등

(CIO) 입장에서는 서비스 연속성과 시스템 안

5

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만 따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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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리눅스 도입

템에만 일부 적용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

을 통해 해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유닉스

국 뉴욕증권거래소(2007년), 나스닥(2010년),

서버 대비 70%의 비용으로 150%의 성능을

런던증권거래소(2011년) 등 해외 금융기관의

제공하고 있고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이 50%

에 변화가 있으므로 현 시스템의 현황을 잘 파

해외 금융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

코어 시스템에 리눅스를 적용한 이후 2014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정확성과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

한국거래소(KRX)를 필두로 최근 카카오뱅크

안정성이 필수적인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이 리눅스에서도 그대로

에서 업무를 효율화·최적화하고 기술을 표준

및 케이뱅크에 이르기까지 대고객 핵심 서비스

기대를 충족하는 것도 U2L 의사결정을 촉진

유지될 수 있는지 등 상호 호환성과 유닉스 환

화했는데, 일부 기관들은 이를 솔루션화하고

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가 확인되면서 리눅스

시키고 있다. 2018년 가트너 CIO 보고서에 따

경에 특화된 앱은 없는지, 소스코드가 없어서

해외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을 시도했었다. 여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르면 리딩 그룹 CIO의 43%는 기업 차별화 전

전환 시 수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지 등을 따

러 가지 이유로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중 서

2016년까지의 국내 금융 정보화 추진 현황에

략으로 BI·analytics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높

져봐야 한다. 조직 관점으로는 리눅스 OS 자

버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

따르면 유닉스가 35.7%에서 29.7%로 감소하는

게 평가하고 있는데, 두 기술의 근간에 리눅스

체에 대한 운영 및 장애 대응 역량과 함께

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근시일 내에

반면, 리눅스는 14.2%에서 22.3%로 해마다 도

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빅데이터, 클라우

U2L 과정에서 수반되는 앱 변경을 직접 수행

동일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

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가트너에 집

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 트렌드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지도 검토

할 수 있을까? 현지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

계된 전 세계 서버 시장분석 결과, 리눅스가 설

그 맥을 같이하게 되었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시스템별로 서비

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스 연속성에 대한 리스크(장애)에 대해서 사용

델 또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될 것이라 예상

현황을 잘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자 및 경영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또한 확인

한다. 중장기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국

해야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U2L 전

비스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거나 해외 진출을

왜 리눅스로 전환하는가

내 금융기관 차세대의 핵심 테마였던 메인 프

환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고 정량적·정성적 기

고려한다면, 그 첫걸음으로써 리눅스 환경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관

레임에서 유닉스로 다운사이징하는 정도의 난

대 효과와 제반 비용을 검토한 후 리눅스 전환

로의 변화, U2L을 깊이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심 사항에는 언제나 정보기술(IT) 부문 비용

이도와 복잡도는 요구되지 않지만 기반 환경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량의 대부분인 99.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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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규제 트렌드
금융계의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금융IT와 관련해
정부의 감독체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보안체계 발전에 따라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향후 어떤 정책이 마련될지 분석해본다.
글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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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트렌드

의 블록체인은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언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IT 규제 방향

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망 분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자본시장에

급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이에 대한 저항과 반대

통한 P2P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며 현재의 법

서 나타나는 거래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서 블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 ‘불

는 항상 따른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진보로

규상 개인정보에 대한 분산 저장은 중앙 집중

록체인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

간섭주의(hands-off approach)’를 취하도록

나타나는 발전과 혜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화된 현재의 감독체계에서 맞지 않는다. 또한

델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탐색 중이라는

권고하면서 블록체인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규

는 것을 과거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또는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SEC는

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익과 혁신을 충분히

지금은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신에 대

의 저장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감독체계에서는

‘tzero.com’이라는 자본시장을 위한 블록체인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선

해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다양한 응용 기술이 나타나기 어렵다.

플랫폼을 채택하면서 유가증권과 관련해 확

언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는 핀

금융시장 안에서 감독규제 정책은 민감하게

해외 선진국들이 ‘ICO 금지’, ‘중앙집중식 체계

장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큰 틀에서 블록

작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예측 가능

구축’, ‘망 분리’ 등 쉬운 규제 방법을 채택하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파생

체인 기술을 지켜보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

하고 일관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장

않고 조심스럽게 사후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로

상품에 대한 블록체인의 적용에 대한 보고에

회와 새롭게 나타나는 리스크를 평가하는 양

참여자, 투자자,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시

어렵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사

에 있다.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새로운 창의적

하면서 이 기술을 통한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

일본은 가장 빠르게 법제적 접근을 하는 나라

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효

기술들이 묻히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이다.

기 위해 일관된 원칙인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

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가상화폐

율적인 지배구조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적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를 가진 새로운 선도

는다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do not harm

중심으로 법제화를 진행해 ‘자금결제에 관한

도입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항

regulatory approach)’를 공표했다.

법률’을 2016년 5월에 이미 제정해 현재 시행

그다음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은 IT에 대한 규

상 벤치마킹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정상에 도

그 이후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

중이다.

제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성에도 불구하

달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중요성을

(CBOE)에서 비트코인 관련 첫 선물거래를 오

이처럼 선진국들이 바라보는 블록체인 규제

고 모든 블록체인 응용 기술에 적용된 공통적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대

픈했고, 12월 17일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미

의 특징이라면 미래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인 3가지 핵심 개념이라면 개인 간(P2P) 네트

한민국은 새로운 것이 매일 나타나는 제4차 산

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

줄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빠르게 자국의

워크, 분산원장, 합의체계다. 이 중 P2P 네트

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돼야 한

물거래가 개시됐다. 하지만 CFTC의 기술자문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워크와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적용은 현재의

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위원회(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는 민감하게

IT 감독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

새것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TAG)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업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

분 블록체인은 개인의 거래정보를 다루고 있

문화가 정착된 사회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술로써

이다.

으므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과 망 분리의 요

전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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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 IT

인공지능 VS 인간, 스타크래프트 대결은?

곳에 기지를 확장하며, 상대방을 견제하는 등

그렇다면 알파고와의 본격적인 승부는 언제쯤

그야말로 프로게이머들은 기계가 된 것처럼

이루어질까? 2017년 7월 구글의 딥마인드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 특히 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리자드와의 협업 소식

2017년 11월 31일 인공지능(AI)과 프로게이머 간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이 펼쳐졌다.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이뤄지는 첫
AI와의 대결이라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AI는 인간에게 4전을 내리 지며 압도적인 차이로 무너졌다. 스타크래프트의
영역에서 인간의 벽은 높았다. AI에 있어 스타크래프트가 체스나 바둑보다 더 힘든 게임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한 비결과 이 승부가 남긴 의미를 되짚어보자.

낙 많은 변수가 있어 그때마다 새로운 전략으

을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게임에 내장된 초

로 대결하는데 이번 AI들은 기존의 잘하던 패

급 수준의 컴퓨터를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턴만을 반복했고, 그 수는 금방 프로게이머에

알파고와의 정식 경기는 2018년 후반이나 돼

게 읽혔다. 반대로 AI가 본격적으로 스타크래

야 성사될 것 같다. 그때까지 블리자드에서 무

프트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료로 배포한 스타크래프트 1과 2(starcraft.

생산, 공격, 확장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무

com/ko-kr)를 즐기며 이 세기의 대결을 기다

엇보다도 사람의 경우 20마리의 저글링이 있

리는 지루함을 달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을 때 하나하나 움직이기 힘든 반면, AI는 각

이다.

글 이임복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1	인공지능과의 대결을
펼친 스타크래프트 세
계 랭킹 1위 프로게이머
송병구 선수
2	이날 스타크래프트 대
결에서는 송병구 선수
가 4전 전승을 거뒀다.

각의 생명체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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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 최초로 기계와 인간의 바둑 대

다. 그러나 본 경기인 송병구 선수와의 경기에

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AI는 복합적인 상황

결로 주목받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승부가

서는 4전 완패를 했다.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빠른

펼쳐졌다. 결과는 4:1로 알파고의 승리. 뒤이

끝났다. MJ봇은 테란을 택했고, 나머지 AI들

판단과 조작을 내릴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

어 열린 중국의 바둑 천재 커제와의 승부에서

은 저그를 택했다. MJ봇은 그래도 꽤 승부다

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도 알파고는 완승했다. 알파고는 세계에 놀라

운 승부를 펼쳤으나, 나머지 AI는 모두 극 초

수 있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해야 하는

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던졌다. 누군가 입력한

반의 ‘4드론 러시’(초반 드론 4개로 방어보다

다양한 일들, 즉 앞을 보고 운전대를 조작하

데이터만을 송출하는 게 아닌 스스로 생각하

공격 위주의 승부를 던지는 전략. 상대방이 초

며 발로는 페달을 밟고 귀로는 음악을 들으면

고 판단하는 AI의 성장을 보며, 과연 AI가 미

반 러시를 방어할 시 역공당하기 쉽다)를 선택

서 양쪽을 신경 써야 하는, 이 동시다발적 영

래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상하

해 모두 실패했다.

역이 이제는 AI에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스

며 기대감도 증폭됐다.

시합 후 ‘아직 AI가 스타크래프트로 인간을 이

타크래프트를 학습한 AI는 더 정확한 판단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경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해내지 않겠는가.

‘스타크래프트’다. 앞선 바둑 경기에서 알파고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판단에 앞서

단순히 ‘AI가 인간과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벌

1

의 승리를 맛본 구글이 다음 승부수로 ‘스타크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이번 경기에서 쓰

인다’가 아닌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

2

래프트’를 지목해 인간을 자극했다. 그리고 1년

인 AI의 수준이다. 이번 대결에 알파고는 참가

기에 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보라. 알파고는

이 지난 2017년 10월 31일, 서울 세종대에서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았던 스스로 생각하고

먼 곳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AI는 우리의

‘인공지능 vs 인간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이 펼

판단하는 딥러닝 기반의 AI가 아닌 정해진 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아이폰에는 ‘시리’가 안

쳐졌다.

준의 스크립트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로이드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 있

세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 경기는 4대의

진 AI들이었다.

는 세상이다. 여기에 더해 2017년 하반기는 카

AI와 인간 3명의 승부로 이루어졌다. AI 측은

그렇다면 왜 ‘스타크래프트’인 걸까? 가장 중요

카오 미니, 네이버 프렌즈 스피커, 기가 지니

세종대의 ‘MJ봇’, 호주의 ‘ZZZK’, 노르웨이의

한 이유는 바둑과의 차이점에 있다. 바둑은

LTE, 누구 미니 등 AI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

‘TSCMOO’, 페이스북이 개발한 ‘체리파이’가

한 명이 수를 두고 난 후에 생각해서 다음 수

커가 등장해 집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어

나섰다. 인간 측은 세종대 학생 2명과 송병구

를 결정한다. 반면 스타크래프트는 이런 기다

색해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들을

프로게이머가 선수로 등장했다. 세미 경기에

림이 없이 실시간으로 수만 가지의 수를 결정

검색이 아닌 ‘음성 명령’을 내려 듣는 것에 익

서 AI는 6번 중 5번을 이겨 가능성을 보여줬

해야 한다. 생산하면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숙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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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내가 지킨다’ 실생활 속 건강지킴이
03 잠든 사이 코골이 수준을 알려준다, ‘스노어랩’

바쁜 현대인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건강관리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깔린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앱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한 앱 4가지를 소개한다. 글 하유미 이투데이 기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당장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임을 무시한 채, 단순한 습관이라 여
기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한 코골이는
질병의 증상이다.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기억력, 집중력, 분
별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짐은 물론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
태에 놓이면서 골다공증, 당뇨,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

01

그렇다고 바쁜 현대인들이 코골이 증상만으로 전문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체성분 확인이 가능한 ‘인바디’

이런 상황에 유용한 앱이 있다. ‘스노어랩’은 잠자는 동안 나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후 실패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다. 실패

의 코골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평소에 본인은 코

원인 중 하나가 내 몸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를 골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들도 이 앱을 사용하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다. 나

깜짝 놀라게 된다. 자는 동안 나의 코 고는 소리가 녹음될 뿐

의 체중은 물론 지방, 근육 등 체성분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눈

아니라 코골이 점수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에 이르

에 볼 수 있다면 다이어트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인

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 이후부터 내 코골이

바디’는 스마트폰상에서 우리 몸의 상태를 그래프와 해설을 통

소리가 녹음된다. 기상과 동시에 내 코골이 소리가 보통인지,

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운동 기록을 통해 소비 열

매우 큰지 등 수면 패턴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

량(하루 동안 소비한 칼로리)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가 사용자의 연령, 성별, 신장, 몸무게, 상의 사이즈 등 신체

의 체성분 변화(신체 변화)도 알 수 있다. 내 몸무게는 물론 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측정하기에 개별 맞춤형 데이터

육량(다리 근육량 등), 체지방률, 체지방량, 체질량지수(BMI),

를 기대해볼 수 있다.

기초대사량 수치 변화까지 기록된다. 그 결과에 대해 상세한
분석도 해준다. 아울러 식사 열량(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 관
리도 병행할 수 있다.

04 물 마시는 습관 길러주는 ‘물 마시기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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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걷기만 해도 돈 버는 ‘캐시워크’

‘물 마시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

‘캐시워크’는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보기 앱

처럼 물 마시기가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이다. 평소에 걸어 다니는 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육아맘이 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이용자에게 매일 물을

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나의 걸음걸이 수는 물론 만보

마실 것을 상기시켜주고 물 마시는 습관을 갖게 한다. 우선 이

기를 통해 쌓인 포인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100보당 1캐시가 적립되며, 하

용자가 현재 몸무게를 입력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물을 섭취해

루에 최대 1만 보에 해당하는 100캐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일, 주, 월

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 잔의 물을 마실 때마다 앱에 물이 채

별로 소비 칼로리, 움직인 거리와 시간까지 계산해주며,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워지며, 다음 물을 마실 시간, 앞으로 마셔야 할 남은 물의 양

있다. 만보기를 통해 적립 받은 캐시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전국

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기록된 하루의 과정을 그래프와 로그

수만 개의 제휴점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 캐시가

로 보여주며,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에 대한 팁도 함께 제공한

쌓이면 찬스에 도전할 수 있다. 쌓인 캐시에 해당하는 품목이 상품으로 나오

다. 용량은 온스와 밀리리터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하루

며,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앱 사용 시 배터리 걱정도 필요 없다. 최신 기술

중 앱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정할 수 있다. 물 마시기 알

을 이용해 시간당 배터리 소모가 1%도 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

림이는 2016년 베스트 앱, 트렌드를 선도하는 앱, 구글플레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 폭탄 걱정도 없다. 이 앱은 출시 6개월 만에 300만 다운

가 선정한 최고의 자기 계발 앱 등으로 선정됐으며 33개국에

로드 돌파했으며, 하루 사용자 150만 명을 기록 중이다.

서 1등, 90개국에서 상위 5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기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물 마시기 알림이’ 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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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권력의 대이동, 누가 움켜쥐는가?

어떤 상황, 어떤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안내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에 올라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망 아이템은 물론이고 먹고사는

것인가, 밀려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이 물결에 동승하

모든 문제, 미래 직업 등 세상의 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미래 전략을 고민하고 매개 비즈니

글 정수영 이데일리 기자

지도 제시한다.

스를 펼치라고 임 교수는 책에서 강조한다.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연결과 매개의 천재들,

소유하지 말고 매개하라!

세상을 장악하다!

임춘성 연세대 교수가 쓴 책 ‘매

세계 최대 인터넷 종합 쇼핑몰

개하라 GO-Between’은 이러한

‘아마존’에는 없는 게 없다. 조만

매개와 매개자, 매개 비즈니스에

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까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임 교수는

지 팔지도 모르겠다. 아마존은

매개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산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지

업의 판도를 강조한다. 그는 “제4

만, 유통업계 혁신을 일으키며 전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와 권

자책,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력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며 “이

온갖 산업에 손을 대며 유통 기

를 움켜쥐는 자는 바로 매개자가

업이란 이미지를 스스로 깬 지 오

될 것이다”라고 책에서 주장한다.

래다. 낮은 수수료와 전자상거래

실제로 알리바바의 경우 만든 것

기술을 무기로 생산자와 소비자

을 연결만 해주고 회사 평가액

를 연결해 유통혁명을 일으켰다
는 평가를 받는다.

매개하라 Go-Between
임춘성 지음│출판사 쌤앤파커스

아마존뿐이 아니다. 알리바바, 페

132조 원을 외치고 있다. 제조는
모두 다른 업체에 맡기고 속 편하
게 장사하는 애플은 세계 최고

이스북, 카카오 등 요즘 잘나가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6~7배 높다. 임 교수는

보자. 이들은 어떻게 순식간에 세상을 장악했을까. 제품도

이들을 예로 들며 “모두 산업사회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공장도 없이 남들이 수십 년, 수십만 명을 투자해 만든 것

만든 자보다 더 가진 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이야말

을 단숨에 능가해 버렸다. 거대 자본이나 긴 시간 소요도

로 사이에 끼어들어 도리어 자릿세와 유명세를 챙기는 얄

없이 말이다.

밉지만 현명한 매개 비즈니스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특히 이 책은 단순한 경영 노하우가 아닌 ‘아주 구체적인

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해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서이기도 하

다. 즉, 이들은 연결과 매개의 천재들이라는 점이다. 제품

다. 임 교수는 완전히 달라진 비즈니스 판도를 읽기 위해서

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이를 필

는 8가지 부류의 ‘매개자’를 알아야 하다며 매개 전략도 소

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어주는 ‘매개 비즈니스’가 도래

개한다. 필터, 커뮤니케이터, 모빌라이저, 코디네이터, 어댑

한 것이다.

터, 에이전트, 매치메이커, 컴바이너가 그것이다. 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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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가장 끔찍한 날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까. 직장인이
라면 아마 대부분 ‘월요일’을 꼽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주일 중 가장 좋은 날은? 이 질
문에 대한 대답도 비슷할 것 같다. 하루만 버티면 쉴 수 있는 ‘금요일’이라고.
월요일 아침, 우리는 오늘도 축 늘어진 눈꺼풀을 힘겹게 뜨고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
로 옮기며 회사로 향한다. 다행히 우리에겐 5일만 버티면 돌아오는 이틀간의 꿀 같은
‘토·일요일’이 있으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애환을 짧은 글과 삽화로 보여주는 책이 있다. 2016년 나온 ‘실
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이란 제목의 책으로 힘든 직장생활을 버텨야 하는 20~30
대들에게 공감을 사며 화제를 모았다. 페이스북에 ‘약치기 그림’이라는 타이틀로 그림
을 연재해 온 양경수 작가가 삽화를 그려 더 눈길을 끈 책이다. 양 작가는 약치기 그림
에서 매일매일 조직생활의 부조리와 고난을 견디는 직장인의 애환을 실감 나게 보여
줘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직장인 사이다’란 애칭까지 생겼다.
‘약치기 그림’에 미공개 컷들이 이 책에 더해졌다. 각 장면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 컷
한 컷 모두 재치 있는 만화로 보인다. 그렇지만 출근부터 퇴근까지 직장인의 24시간을
완벽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고투를 한 편의 장편에 담은 느
낌이다.
예를 들어 책 초미에 나오는 컷 중 ‘아침 활기차게 출근했으니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란 문구를 읽는다면 ‘뭐 뻔한 소리네’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
는 ‘퇴근만 생각해야지~!’라는 부분까지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아, 나도 그
렇지’라며 저절로 웃음이 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컷에서는 직장상사가 “어떤가? 자네 생각은”이라고 묻는다. 아래 직원의 입에
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회사생활에서 항상 해 온 그 답이다. “매우 좋습니다.” 상사는
만족하겠지만 직원의 속내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이 한 장면만으
로 직장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괜히 의견을 냈다가 잘
못되면 분명 내 책임으로 돌릴 테니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답하자. 매우 좋다고.’
슬프지만 조직생활을 해 나가는 직장으로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회사 대표
나 경영진은 항상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갖고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박봉에, 매일매일 이어지는 야근에, 상사의 부조리한 지시, 내부정치
를 해야만 승진하는 비합리적 조직생활 속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양 작가가 책에서 말
한 것처럼 ‘퇴사라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또 회사에서 말이 잘 안 나오고 혼자 있고 싶은 직장인의 증세를 일컫는 ‘일하
기싫어증’, 직장상사로 인해 얻은 화병인 ‘상사병’ 등 신조어도 양산했다.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양경수 지음 | 출판사 오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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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뉴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2017년 10월 19일, 코스콤 임직원 22명이

부산시 동구
침수주택 수혜복구 봉사활동

비영리 국제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해

2017년 10월 26일, 코스콤은 집중호우로

비타트 춘천지부를 찾아 저소득 소외계

침수된 부산시 동구 자성대아파트 23가

층 무주택자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

구에 주택 복구 비용과 도배 및 장판 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정연대 코스콤 사

용을 지원했다. 또한 이날 코스콤은 부산

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거푸집 제거 및

지역 근무자들과 함께 침수피해 지역의

튀어나온 쇳조각 제거 등 주택 지붕과 벽

한 가정을 위해 도배와 청소 등을 돕는

체 마감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코스콤은

봉사활동도 병행했다.

2011년부터 매년 두 번씩 무주택 저소득
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후원과 집 고치
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말 가족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
2017년 12월 16일, 코스콤은 대한적십자사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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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희망나눔봉사센터와 함께 성탄 케이크와 국수를

2017년 12월 13일, 코스콤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

만들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영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스콤 임직원의 가족이

하 5도의 강추위 속에서 정지석 사장과 임직원 34명은 서울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엄마와 아이들은 케이크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추

를, 아빠는 국수를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성

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연탄 배달을 마친 정 사장은

탄 케이크와 국수는 서울 양천·강서 지역의 홀몸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소외된 우리 이웃이 따뜻한 겨울나기

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

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임직원들

은 케이크와 국수를 만드는 것은 물론, 활동 후

의 열의로 인해 이번 연탄 나눔 행사는 지금까지의 행사 중

설거지와 바닥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코

에서도 최단 시간에 마무리 짓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스콤 가족의 훈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www.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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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결과 발표
코스콤은 지난 2017년 12월 11일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2차 테스트베드의 최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12월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업체가 신청한 22개 알고리즘 중 16개 업체의 17개 알고리즘이 테스트베드 심의를 통
과해 77%의 적합성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증권사 5개, 은행 1개, 자문·일임사 5개,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업체 6곳이다. 금융 및 보
안, IT, 법률 등 관련 분야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의위원회는 알고리즘 합리성, 투자자 맞춤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 보안
성 및 안정성 요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인 샤프지수가 지난 2017
년 5월 발표한 1차 결과보다 2배가량 향상해 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증
권사, 은행, 자문·일임사, 기술 업체 등 전 업종의 샤프지수가 1차에 비해 고르게 향상되
었다. 같은 기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표준편차는 코스피 200지수의 표준편차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시장 위험도보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안전하게 운용되었다는 증거다. 한편

정지석 코스콤 신임 대표이사 사장 취임

코스콤이 운영하는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각 알고리즘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017년 11월 27일, 코스콤은 제18대 정지석(鄭址錫) 신임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
다. 코스콤 전 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창립 40년 만에 처음
으로 코스콤 공채 출신 사장을 맞는 노사 화합의 장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정지석 신

코스콤, 빅데이터 금융분석 전문가 양성

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콤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킬러 콘텐츠 발굴을 진행 중인 코스콤이 금융분석 전문 인력 양성

업 혁신 및 다각화로 금융IT 생태계를 선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

에 나섰다.코스콤은 데이터 분석 통계 이론과정을 사내 직원 및 한국거래소(KRX), 증권사

다”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 비즈니스 정보기술(IT) 생태계에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 2회로 진행했다. 이어 증권

큰 변화를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진정한 금융IT

업계 금융분석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한 ‘빅데이터 금융분석 전문가 과정’은 2018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년 6월까지 심화과정 및 프로젝트 교육으로 진행한다. 구체적 교육 내용은 데이터 분석

한편, 지난 2017년 12월 6일, 정 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코스콤 창
립 4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코스콤 출신 최초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게 된 그는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패러다임의

통계 이론, 금융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 파이선 활용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이론
및 실습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다. 이를 통해 최신 IT 기술을 가진 차세대 기술
리더를 육성하고, 거래소 및 증권사 직원의 합동교육으로 지속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할 것이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쌓
아온 업적 위에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고객 신뢰 회복, 금융IT 생태계 구축, 활기찬 조직문화 실현 등 코스콤의 3대 경영 청사
진을 발표했다.
숙명여대, ‘제4차 산업혁명 현장학습’ 위해 코스콤 방문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 및 학생 46명이 제4차 산업혁명 현장학습을 위해 코스
콤을 찾았다. 2017년 10월 11일 코스콤 여의도 본사를 방문한 그들은 블록체인(blockchain)
과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
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방문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 동향
파악 및 현장학습을 희망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신기술을 이끌어 가는 코스콤에 방문
을 요청,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코스콤 홍보관 및 통합관제센터
등을 찾아 주식시장의 역할과 구조, 주식 매매 체결 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74

FINANCIAL IT FRONTIER

www.koscom.co.kr

75

■ LIFE & IT

BRIEFING

제도

증권사 IT 이슈
10月

10日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Self-check 온라인 서비스 실시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이 내부통제 수
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셀프 체크
(Self-check) 서비스’를 실시

13日 금융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9차 금융위 회의에서 금융 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 및 혁신
적 금융 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3日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
12日 2017년 비상장 우량 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비상장 우량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설명회를 개최

	금융위, 금감원, KRX는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을
개최

18日 KSM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자문위원회 발족

13日 금감원, ‘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

	KRX는 KSM 등록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한 ‘KSM
투자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킥오프(kick-off) 미팅과 더불어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
록하면 모든 금융 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개선

19日 레그 테크(reg 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15日 금감원,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최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금융 회사 및 핀테크 회사
등을 대상으로 ‘레그 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를 공동
으로 개최

	금감원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핀테크 현황과 감독상 대응 과제’
를 주제로 ‘핀테크 국제세미나’를 개최

30日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
20日 세계 최대 파생상품 엑스포에서 한국 파생시장 홍보 활동 전개
	KRX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33회 FIA 선물·옵션 엑스
포’에 참가해 KRX 파생상품 마케팅 활동을 전개

30日 2017년 하반기 코넥스 상장기업 업종별 맞춤형 IR 개최
	한국IR협의회와 KRX는 바이오 업종 및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코넥스 상장기업 업종별 맞춤형 IR’를
개최

18日 금감원, 지방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에 규제자문 서비스 제공
	금감원은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지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
로, 우선 부산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9日 	KRX,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 계약 체결

10日 2017년 부정거래 종목의 사이버상 주요 특징 등 분석
	KRX는 2017년 상반기 주요 부정거래 혐의 종목의 혐의 기간과
같은 기간 전후 1개월간 시장경보 조치 및 사이버 동향을 분석
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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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스템 언어 지원과 커뮤니티를 통
해 이용자와 개발자 지원 대신증권 크레온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용 고객을 위한 오픈
API를 새롭게 단장했다. ‘크레온 플러스’는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 주문 플
랫폼을 이용해 본인 고유의 홈트레이딩시스
템(HTS)을 만들 수 있는 오픈 API 서비스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크레온 플러스는 다양
한 시스템 언어를 지원한다.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비주얼베이식닷넷
(Visual Basic.Net), 시샵(C#), 엑셀부터 최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파이썬으로도
크레온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고
객을 위한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 및 개발
자도 지원한다.

일반 과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기대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서비스’를 제
공한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 시
장점은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에서 세
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종목 건별로 과세
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
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 효과가 있다. 또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 과세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
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신규 개
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
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투자자의 고유한 투자 전략을 적용한 맞춤
형 주문 시스템 구현 유안타증권은 투자자
가 자신만의 투자전략을 구현하도록 지원하
는 ‘티레이더 OPEN API’ 서비스를 오픈했
다. 티레이더 OPEN API는 유안타증권이 제
공하는 각종 투자 정보와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 투자자 고유의 맞춤형 주문 시스템
을 만들 수 있는 오픈 API 서비스다. 투자자
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유안타
증권의 모듈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시세, 잔
고조회, 주문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유안타증권 트레이딩 시스템인 ‘티레이더’에
서 본인이 만든 투자 전략에 따른 주문 화면
을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나
만의 티레이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7日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 제도 일부 변경

	KRX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200 예측배당지수’ 시
리즈 2종을 IHS 마킷(IHS Markit)과 공동 개발해 발표

11月

유안타증권, 맞춤형 트레이딩 시스템
지원 ‘티레이더 OPEN API’ 오픈

12月

30日 코스피 200 예측배당지수 시리즈 발표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유사 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 서비스’ 오픈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
서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
법 제정 등을 논의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 전용 상장지수펀드(ETF)의 가
입 기간이 2017년 말 종료되고 2018년부터 투자 한도 계산 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

31日 모바일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개시

대신증권, 오픈 API ‘크레온 플러스’
리뉴얼

	KRX는 주식파생상품의 시장조성자로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추가 선정하고,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

20日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관련 시장조치 합리화
	KRX는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관련 상장 규정을 개정해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 마켓에 ‘앤드비욘드’ 자문사 서비스 추가

신한금융투자, 통합 모바일 플랫폼 ‘신나는 한판’ 업그레이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공학적인 가치투자로 종목 선정
NH투자증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마켓에 ‘앤드비욘드 투자자문’의
투자 전략 서비스를 추가했다. 2011년 설립 이후 기관 자금을 직접 운
영해 온 앤드비욘드 투자자문은 투자 자문 및 일임 전문 금융기관이
다.이번 포트폴리오 마켓에 선보이는 ‘지오반니 리코’는 가치투자의 대가
인 벤저민 그레이엄과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을
겸비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를 소개한다. 또한 공학 전공자
들로 구성된 정통 계량 분석을
표방하는 ‘진짜 퀀트’라는 상품
을 통해 기존의 계량 분석과 다
른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신한금융투자가 ‘신나는 한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기념해
‘신나는 한판 그뤠잇!’ 이벤트를 2018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나는
한판’은 한 번의 클릭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한금융투자의 다양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조회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국내·
해외 주식 매매부터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
융상품에도 투자할 수0 있는
증권 서비스의 종합 포털이다.
이번 이벤트는 신나는 한판에
서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계좌
를 개설하거나 주식을 거래하
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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