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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the global financial transaction field, global transactions using computer systems and 
server hubs between foreign exchanges beyond the one-dimensional offline transactions and two-
dimensional online transaction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previous research by Lee Hyung-
wook and Lee Min-jae (2018), as the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ubiquitous communication network, the role of companies, the 
attribute of economic value creation and economic structure are being reorganized. It is said that O2O 
(Online to Offlin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As a result, a new financial 
transaction paradigm is emerging that solves the inconveniences of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nd 
enhances speed and convenience. Considering the global network trend and the rapidly developing and 
evolving digital bank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utilizing the business platform model is emerging. 
However, despite this necessity, there are very limited cases in which such an attempt has been 
applied in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business platform of the new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Specifically, the case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a 
unique network connection model with Koscom's global investment bank, which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domestic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improves ICT innovation performance and proces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solu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a variety of business 
model construction and use cases by pursuing a platform connection with digital banks,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ly in deman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ursue the original and long-term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by utilizing ICT innovation and platform business model, and also analyzes 
the convenience and excellence of trading for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investors using the platform 
of digital bank.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and explores the actual 
cases of ICT innovation and additional digital bank platform-connected business models based on this, 
and suggests a unique and preemptive business strategy of the compan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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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17년 뉴욕의 주식거래소와 1848년 시카고의 선

물거래소를 필두로,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거래의 장

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온라인 혁명의 촉매제였던 인

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서, 글로벌 금융업계는 일대 거래대혁명을 불러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은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시스

템 FIX(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프로토콜

의 개발로 인하여, 모든 글로벌 금융거래가 대량거래

와 신속거래의 의미를 포함하는 3차 산업혁명을 맞이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뉴욕과 시카고의 미주지역 

거래소권, 동경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아시아지역 

거래소권, 프랑크푸르트와 런던의 유럽지역 거래소 권

을 잇는 전통적 금융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

여, 금융거래 인프라의 신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하

여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규 금융시장들까

지 활성화되어 현재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 시스템이 형성되었

다. 이러한 트랜드 속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

에서는 기존의 거래당사자간 1차원적인 오프라인거래 

그리고 2차원적인 온라인거래를 넘어선 해외 거래소간

의 전산시스템 및 서버허브를 이용한 글로벌 거래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의 종사자들, 

즉 투자자, 중개자 그리고 거래소간에 유기적 연결체

로 스스로 진화되어 급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

된 여러 가지 형태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끊임없

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이러

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뱅크와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로 

현업에서의 적용된 사례가 매우 미미한 현황이다.

아날로그 1세대 휴대폰이 등장한 1984년을 기점으

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변화보다 2016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공표한 4차 산업혁명의 용어가 등장한 2016

년 이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

에 있어서도 해당되며 이제 금융을 반드시 은행을 통

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선입견이 깨짐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에서 나아가 기술이 금융을 주도

하는 테크핀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나 2019년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5G서비스와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널리 

보급되며 IoT가 생활 속에 침투하며 스마트폰뱅킹에 

이은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따른 금융업계 전반의 

변화에 따라 핀테크,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금융거래시스템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현장감 있

는 실제 금융관련기업의 금융거래시스템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핀테크, 플랫폼 연구 분야에 있어 금융거래시스템을 

주제로 코스콤사의(Koscom)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향후 디지털뱅킹 플랫폼 기반의 금융거래시

스템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코스콤사는 1977년부터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금

융거래가 태동할 때부터, 재무부 주관으로 창립된 이

후로 국내 금융거래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코

스콤사는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201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해외 거래

소상품들의 거래활성화를 토대로 한국거래소 회원사

들을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관리업무서비스를 위한 다

양한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네트워크 연결 모델의 실제 

구축 경험이 충분하다. 사례분석의 프레임워크에 있어 

핀테크 관련 선행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이 가운데 금융업

계 주문 및 결제 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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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디지털뱅킹 플랫폼 기반 핀테크 사례 연구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

석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존 선행연구나 

이론이 아닌 해당 사례 기업의 내부자료(코스콤사의 

관련 자료) 및 금융업계 현업 종사 전문가의 심층인터

뷰 자료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금융시장 정보통신기술과 문헌 고찰

2.1 4차 산업혁명과 금융거래시스템 패러다임

21세기 들어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통적

인 산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

olution)이라 불리는 획기적인 기술발전에 직면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 데이터, 블록

체인 등과 같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ICT 기반 기술 

융합이 주요 변화 동인이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김성

환·도연우,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한 된 계기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

혁명을 중요한 화두로 던지면서부터다. 4차 산업혁명

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

해 오프라인 상에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사회·기

술·경제적 혁신을 의미한다 (Lee and Jung, 2018).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

화 하는 등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산업을 불문하고 기

술이 융합되면서 성격이 비슷한 기술이 결합될 때와는 

차원이 다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Schwab, 2016).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은 비약적으로 급증한 연산능력과 방대한 양의 데이

터 유효성을 기반으로 ‘초연결’과 ‘초지능’이 가능해졌

으며 두 특성이 서로 ‘융합’하면서 비즈니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가치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Lee and Jung, 2018). 즉,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

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

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일정한 

패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유비쿼터스 통신망의 확대 그리

고 글로벌화가 가속됨에 따라 기업의 역할과 가치 창

출의 속성 나아가 경제 구조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

다 (Christensen et al. 2016; Prahalad and Krish-

nan, 2008; Schwab, 2016).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 데

이터, 3D 프린팅 등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는 물론 자

동차, 섬유,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이르기까

지 모두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Lee and 

Jung, 2018), 특히나 오늘날 모바일 기술 및 ICT 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O2O(Online to Offline)거래가 증가

함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즉

시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오

늘날 부상하고 있다 (Gartner, 2016).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은 금융서비

스 제공업체의 주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던 전통적 금

융 시스템과는 달리,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더

불어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정국·김인재, 2015; 최창열·함형범, 2015). 김홍곤 등

(2018)의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금융권의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이후 자본 시장에

서도 금융공학을 넘어선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어드바이저 등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투자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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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투자 방법 및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핀테크는 영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

에 빠진 금융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의한 용어로써, 

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지불결제, 대출, 송금, 모바

일 결제, 데이터 분석, 개인의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

규·이성훈 2015). 또한 과거 은행은 지점 운영을 통해 

고객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통해 비교적 단순한 예금, 

대출 상품 등을 판매하며 수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의 지점 운영만으로는 은행

이 더 이상 경쟁적 우위를 얻을 수 없다. 지점을 직접 

찾아 거래하는 고객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고객은 

더욱 다양해진 자신의 금융 니즈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원한다 (천성용 2015). 

천성용(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디

지털 환경으로의 최근 변화가 소비자의 구매와 소비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왔으며, 현재는 가장 보수적이라

고 알려진 금융 산업에 까지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고 말하며, 금융회사들에게는 국내·외로 경쟁하고 대

응해야하는 큰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고 있

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

불어 다양한 기술력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 시스템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2 국내 파생상품 금융시장의 현황

국내 파생상품 금융시장의 현황을 고찰하기에 앞

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동향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IA(Futures in-

dustry association 이하; FIA)의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세계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302.8

억원의 계약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7년 연간 거래

량인 251.9억원 계약에 비하여 약 20.2%증가한 거래

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선물의 거래

량이 15.6% 증가한데 비해 옵션의 거래량은 26.8%증

가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에 힘

입어 옵션상품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

단 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2019). 글로벌 세부 지역

별 파생상품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역별 

모든 대륙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눈여겨 

볼 점으로 남미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기준 40%

이상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의 

경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 상승으로 인하여 파

생상품 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며, 아

시아태평양지역은 중국의 장내파생상품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파생상품 유동성이 

확충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 기준 27%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2019; 전균 2019).

다음으로 국내 파생상품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 보고된 2019년 1분기

를 기준으로 국내투자자의 해외거래액은 월평균 4,074

억 달러로 사상최대의 거래액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액은 4년 전을 기준으로 볼 때 두 배 이상 거래량

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2019). 국

내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선물, 

옵션과 같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

다.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

준 국내 파생상품 시장 거래액은 1경6,442조원이었지

만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

품 거래액은 총 5,704조원으로 이는 국내 파생상품 시

장 거래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내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연간 거래규모

는 8,171만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3조 달러로 2017년도 6,912만 거래 계약과 2.9조 달

러의 규모에 비해 무려 4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



652020. 3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디지털뱅킹 플랫폼 기반 핀테크 사례 연구

났다. 이는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와 거

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투자자들

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량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주가

지수와 원자재, 통화 상품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KOSPI200 야간옵

션과 WTI선물 Nasdaq100 미니선물 EUR/USD 환율

선물, Gold선물과 천연가스 선물 등의 주식과 통화 그

리고 원자재 중심의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Euro Stoxx50선

물 및 HSCEI선물(ELS 헤지), 실버선물(DLS 헤지)과 

KOSPI200 야간옵션, 미국채 10년물 선물 등을 거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의 급증

현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투기

와 헤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거래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국내 파생

상품시장에 비해 거래대상이 다양하고 상품별 유동성

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뿐 아니라 국내자산과의 분산투

자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

의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 내용을 종합정리하자면 현재 국내의 해외 

파생상품 금융의 거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국내 금융시장의 정보통신기술

금융ICT의 변화과정은 <그림1>과 같이 1990년대

부터 지난 30여년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강력한 금융규제가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금융관련 기업들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사이 새로운 ICT를 차용한 신생

기업들이 금융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Magnuson 

2018). 이들 기업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

체인과 같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 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금융 산업의 새로운 경쟁자 내지는 협력자로서의 위치

를 다졌다. 2018년 한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1,118억 달

러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되었고 건수도 201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2,196건을 기록했다 (Pollari and 

Ruddenklau 2019).

<그림 1> 금융ICT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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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2019)의 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인하여 지급결제, 투자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말한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의 융합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핵심이라 볼 수 있

는 지불결제분야에서부터 국내 금융시장은 변화를 맞

이하고 있다. 지급결제(payments)에 있어서 모바일로 

지급결제를 하거나 등의 화폐 없이 간소화된 지급결

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금과 대출(deposit 

and lending)에 있어서도 가상은행 2.0 플랫폼과 모바

일뱅킹의 진화로 인해 예금 및 대출환경이 변화를 맞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관리(investment 

management)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자 부문에 있어 

소셜 트레이딩 자동 상담과 자산관리 리테일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과정의 외부화(process externalization), 

과정으로서의 서비스(process as a service), 역량공유

(capability sharing)에 있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말

한다. 따라서 전체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 점차 스마트

화 되어가는 기술과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정

보 플랫폼이 등장하며 이에 따른 채권, 헤지펀드, 사모

펀드, 주식, 상품 및 파생상품이 변화를 주도 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박병주 등(2019)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증권 및 금융

정보 분야의 경우 기존 모바일 뱅킹에 결합된 형태로

도 존재하지만 최근, 증권, 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서

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프리캡, 스

넥 등의 증권서비스들은 주식투자에 소셜 기능을 더

해 사용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큰 특징으로 삼고 있으

며, 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말한다. 오늘

날 금융정보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모바일 뱅킹 애플

리케이션들이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순하게 제공하는 형태에서 나

아가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가입하거나, 카드를 활용

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증권 및 금융정보 

분야 중 증권 서비스는 주식 투자에 소셜 기능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고 모바일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정

보 서비스는 개인에게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우진 

등 2019).

이처럼 오늘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ICT기술이 적

용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ICT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주어진 상황이다. 이제영

(201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ICT기술의 혁신적 발달

에 따라 기존 금융사들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개발

하기 위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국내 금융시장과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6년 4월 제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 1호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지급결제 방식은 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와 같은 가

상 거래의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지급결제와 같은 방식

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신용재·신영미 2016; 이영

찬 2011).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은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13년 180억 달러로 2배 이

상 성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선진 서비스

의 경우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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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내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

에서 본 연구와 같이 그동안 국내에서 등장하였던 모

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관련 서

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향후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및 산

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 획일적

이지 못한데, 이는 그 플랫폼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정

의는 휴대폰,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과 같이 은행업무 관련 수단, 교통카드, 기프트카드, 페

이팰, 모바일 지갑과 같은 가치저장계좌(Stored value 

accounts; SVAs)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며, 단문송

수신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나 비정형 

부가서비스 데이터 이외 콜센터 전화를 통한 텔레뱅킹,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은 제외되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음성기능을 

이용한 거래를 제외한, 휴대전화를 통해 자금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거래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

비스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상의 지급결

제서비스라고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을 중심으로 IT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

서 이를 금융 분야에 접목하여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이용자가 2016년 6월 현

재 4,497만 명에 이르면서 스마트폰에서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미래

창조과학부 2016). 이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 점포

에서 직원과 접촉을 통해 제공되던 전통적인 대면거래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의 PC 또는 모바일에서 셀프 이

용형태인 비대면 거래로 고객접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한·강우성 2017). 김숙현·류지수(2016)

의 선행연구에서도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은행 지

점 방문 등 대면채널 이용이 정체된 가운데 비대면 채

널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중 인터넷, 

스마트 뱅킹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특히 스

마트뱅킹이 금융권 판도 변화를 주도할 핵심이슈로 점

차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다. 김숙현·류지수(2016)는 

2000년 초반 인터넷이 고객의 금융이용에 편리성을 

극대화하였다면, 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금융 

시도는 보다 간편함과 함께 저비용의 금융서비스 제공

을 예고하고 있으며 카카오, 네이버 뿐 아니라 알리바

바, 텐센트 등 중국 IT기업 등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자금융서비스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거래에

서 IT 기술을 금융업에 접목시켜 자금 이체, 송금 등 

대금결제업무를 자동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네트워크

화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원종현 

2010). 김숙현·류지수(2016)의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기업을 위한 지급결제서비스가 보급 

중에 있으나 전면적인 기업금융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서비스는 인터

넷상에서 기업의 금융거래 지원 이외에 기업회계처리 

및 유통 관리 대행서비스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

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영업환경에 맞는 솔루션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말한다. 

스마트폰 수요 증가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사용에 

제약요소였던 무선네트워크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용

자의 단말기 접속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

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금융서

비스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김도

형 2012).

2.5 금융 ICT 관련 선행연구

금융시장의 ICT 적용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자 한다. 이에 핀테크, 금융시장, 정보통신기술, I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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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금융 ICT 관련 주요 선행연구 분류

연구 주제 연구

ICT의 법률적 차원 김승래 (2019), 맹수석 (2019), 임철현 (2019), 임정하 (2019)

ICT의 소비자보호 관점 안용섭 (2019), 임정하 (2019)

금융시장 내 ICT 적용 활성화 방안 권혁준 등 (2019), 서정호·김자봉 (2019), 주강진 등 (2016)

의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핀테크 혹은 금융시장의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법률

적 차원’에서의 관점에서의 연구(김승래 2019; 맹수석 

2019; 임정하 2019; 임철현 2019)와 ‘소비자보호’와 관

련된 관점에서의 연구(안용섭 2019; 임정하 2019) 그

리고 ‘금융시장 내 정보통신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등

의 연구(권혁준 등 2019; 서정호·김자봉 2019; 주강진 

등 2016)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왔다(<표 1> 참조).

김승래(2019)의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촉

진하는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선

행연구에서는 오늘날 디지털금융의 시대를 맞이해 금

융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해내고, 금융혁신을 통한 경

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와 법률규제 이슈와 관

련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특히나 다수의 연구자로부

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영미 2019; 배영임·신혜리, 

2019; 최호성·김정대, 2019).

임철현(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핀테크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법률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

의 구제를 위해 민법상위험부담 법리를 바탕으로 논증

하고 있다.

김두진(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

에서 핀테크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의 연구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와 핀테크의 규제 및 혁

신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핀테크가 지니는 

함의를 도출해내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핀테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소비자 관점의 핀테크 혹은 금융기

술과 관련된 연구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활발히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성인 등 2019). 

주나영 등(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정리하자면 

아직까지 핀테크 혹은 금융기술,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개인

정보보호, 금융사기 구제와 같은 소비자 차원에서 접

근하는 연구, 혹은 해외의 핀테크 성공사례 분석 연구, 

핀테크 시장의 동향과 발전방향 등의 연구가 주로 진

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코스콤사의 혁신사례 역

시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기술, ICT 등과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례이다. 최근 점차 증가하는 해외 파

생상품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증권거래중개시스템, 금

융 인프라 시스템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

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표 1>처럼 소수의 연구자

들을 중심으로 3개 분야의 (ICT의 법률적 차원, 소비

자 보호 관점, 활성화 방안) 주제에 대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CT기술을 접

목한 증권거래중개시스템의 성공적 혁신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해당 연구주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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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모델을 제언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론

3.1 사례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금융 ICT 혁신사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

고, 자산 운용업계에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

사점과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을 제

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질적 연구의 한 분야인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을 본 연구의 방법론

적 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란 단일 사례 혹은 

여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하는 방법으

로 단일한 사례의 경우 연구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세

밀하고 면밀한 탐색연구 진행이 가능하며,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의 초기 준

비 단계에서 사례연구는 적절히 활용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관찰, 

광고물, 면접과 같은 시청각 형태의 자료와 명문화 된 

문서 및 관련기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부

터 수집한 심화자료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사례 혹은 여러 개의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말한다 (Creswell 2007; Padgett 2008). 단일사례 연

구의 경우 기존의 이론을 재검증하거나 전형적인 사례, 

과학적 관찰이 불가능했던 현상에 관해 새롭게 접근하

는 사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 방법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콤사의 ICT 혁신성과 단일 사례

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본 연

구의 사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첫째, 국내 금융시

장의 제반 환경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국

내·외 학술지, 투자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 보고서, 뉴

스기사 및 전문가 칼럼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국

내 금융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반 환경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둘째, 다음으로 금융업계 ICT현황에 관

하여 고찰하고자 역시 국내 학술지, 관련 기관 보고서, 

뉴스기사 및 금융 전문가 칼럼 등을 토대로 이를 살펴

보았다. 

셋째, 관련 문헌 고찰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업계

에 종사중인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또한 수렴

하고자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된 심층인터뷰

(In-depth-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셋째, 앞서 도출

된 제반 자료들과 연구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 대상인 ‘코스콤’사의 ICT혁신 및 결과분석을 수

행하였다. 넷째, 코스콤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네트워

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연구자가 제언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다섯째, 최종적으로 차세대 비

즈니스 모델 가능성 및 구축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시

사점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Creswell 2007; Yin 2003).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은 하단의 <표 2>에 도식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질적연구에서 많이 도입하는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기반 접근법이 아니라, 사례 자체

를 연구목적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연구 진행 절차

1. 문헌 검토 2. 심층 인터뷰 3. 사례 분석 4. 분석 결과 5. 제 언

국내 금융시장 및 ICT 

관련 문헌 연구

금융ICT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코스콤 ICT 혁신 사례 

분석

코스콤사 혁신사례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비즈니스

금융 ICT 기반 차세대 

비즈니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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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 진행과정에 제시된 바처

럼 실제 금융 ICT기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

터뷰 실시 이유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스콤사 혁신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학술

적 관점뿐 아니라 실무적 조언을 구하고 이 또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해당 의견들을 반영

하고자 함이다. 심층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널

리 쓰이는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며, 탐색적 연구의 성

격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통 반 구조화된 형식의 인터

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전

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2019). 따라서 본 연구역

시 반 구조화된 형식의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

제 금융 ICT기술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5명

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진

행과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내용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인터뷰 질문을 토대로 반 구조화된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금융업계종사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리스트는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 전산거래의 용이성, 편이성에 있어 중개회사

들은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중

개회사의 전산라인 및 관리비용의 현황과 사업성은 어

떠하다고 생각하는가?’, (3)‘고객들의 글로벌금융상품 

전산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4) ‘향후 해외상품거래 관련 전산 인프라시장의 전망

과 업계 기대수준은 어떠한가?’, (5) ‘미래의 금융거래

플랫폼(Trading Platform)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가?’가 이에 해당된다.

첫 번째 질문인 금융상품 전산거래의 용이성, 편이성

에 있어 중개회사들의 인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

로는 ‘용이성 및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충족되나, 거래

편이성은 보완 필요(A)’, ‘개별기관마다 거래상품 및 거

래소가 상이해 관리가 매우 복잡함(B)’등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금융상품 전산거래의 편리성에 있어 금융업

계 종사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중개회사의 전산라인 및 관리비용

의 현황과 사업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FCM과 라인연

결 때 마다 추가비용이 많이 들며 사업성이 떨어짐(A)’, 

‘라인설치와 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함(B)’, ‘추

가비용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상품기획이 어렵고 거

래다양성을 제공하기 어려움(E)’등과 같이 대체적으로 

라인설비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은 하락

<표 3> 인터뷰 대상자 및 주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A.금융ICT전문가

(남, 45세)
- A금융솔루션 전무, 총2회, 약1시간가량 전산거래시스템 및 솔루션 구조화 심층인터뷰 진행

B.선물투자컨설턴트

(남, 40세)
- B선물거래투자회사 상무, 총3회, 약1시간가량 글로벌시장 엑세스시스템 구조화 심층인터뷰 진행

C.금융기관종사자

(남, 47세)
- 한국거래소 이사, 총2회, 약2시간가량 글로벌 거래소 현황에 심층인터뷰 진행

D.금융영업전문가

(남, 51세)

- D증권회사 파생상품 영업본부장, 총7회, 약5시간가량 영업프로세스 및 전산거래시스템 구조화 

심층인터뷰 진행 

E.금융기획전문가

(여, 46세)
- E투자은행 경영기획실장, 총4회, 약 3시간가량 경영전략 및 인프라 구축 구조화 심층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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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질문인 고객들의 글로벌 금융상품 전산시스

템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

도와 편리성이 과거에 비해 좋게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

히 급속한 거래환경변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부족함

(A)’, ’개별기관 및 FCM들의 전산이슈 및 문제관리를 

컨트롤 할 수 없어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운영 필요(B)’, 

’통합적 관리 및 운영체계의 필요성 강조(E)‘등 현재의 

글로벌금융상품 전산시스템이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

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금융업계종

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네 번째로 향후 해외상품거래 관련 전산 인프라시장

의 전망 및 업계 기대수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

래중개기관별 Easy Access로 인한 거래요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함(B)’, ‘관리체계의 단일화 및 표준화 

요구(B)’, ‘해외상품들의 신속한 상장과 거래용이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함(D)’처

럼 대부분의 금융업계종사 전문가들이 쉽고 편리한 거

래요구가 보다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래의 금융거래플랫폼의 예

측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화 시대에 걸

맞게 시스템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플랫폼화 될 것으

로 전망(A)’, ‘글로벌 거래소 간 거래 및 관리시스템이 

점점 더 표준화 될 것으로 기대됨(C)’, ‘Easy Access, 

One Stop and One Control!(E)’등과 같이 보다 관리

가 용이한 표준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될 것으

로 내다보고 있었다.

4. 사례 분석

4.1 사례 소개: 코스콤 ICT 서비스 

코스콤사는 과거 40여 년 동안 증권 및 파생상품 시

장과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의 각종 전산 인프라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자본시장의 IT인프

라회사로서의 견인적인 역할을 한 전산전문회사로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증권유관기관

이다. 코스콤은 현재 증권·파생상품 매매시스템부터 

증권·선물사 업무처리 시스템, 시세정보시스템 등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무를 위한 모든 IT, ICT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코스콤 공식홈페이지). 금융

시장에 있어 이러한 코스콤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스콤사의 역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한 자본시장 전산시

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를 선도하고, 이와 같은 

핵심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의 제도개편과 고객

요구에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자본시장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혁명과 무선통신 5G시대

를 맞이해 자본시장 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금

융IT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코스콤 5.0공표를 통해 데

이터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코스콤사는 자본시장 및 증권파생시장ㆍ금융투자업

계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로, 자본시장IT, 금융정

보 사업, 금융투자회사 IT사업, IT 인프라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코스콤사의 금융투자회사 IT사업은 금융투

자회사 업무에 대한 다양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Power Base, 트레이딩/딜

링 그리고 STP HUB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코스콤

사의 서비스는 금융투자업계의 공동 전산센터 역할을 

하는데서 출발하며, 구체적으로 원장관리시스템, 트레

이딩 및 딜링 솔루션과 같은 종합 아웃소싱 솔루션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IT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에게 종합증권선

물업무와 관련하여 IT서비스와 금융솔루션을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콤사의 독특한 성공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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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방대한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코스콤사의 경우 기존의 조직적이

고 체계적인 코스콤만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었던 것 역시 ICT혁신을 구현하는데 있어 하나

의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참고).

4.3 코스콤 ICT의 업무 연계 및 프로세스

코스콤 ICT서비스의 전반적인 업무 연계도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의 도식화 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체결정보를 선물투자

회사 측에 제공하면 선물투자회사는 고객에게 주문정

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선물투자회사는 코스콤의 금융

투자회사 IT서비스 관리 하에 간편하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에 주문정보

를 제공하고 체결정보를 받는 중개역할을 수행하게 되

며, 또한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와의 업무뿐 아니라 해

외소재 다양한 글로벌 파생상품거래소와도 주문정보

와 체결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중개한다. 

<그림 4>는 좀 더 세부적인 코스콤사의 디지털뱅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비즈니스 흐름도를 보여

준다. 코스콤의 디지털뱅킹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 구매처와 판매처간의 연계 및 처리 프로세스가 발

례분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금융패

러다임의 요구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서비스 구축 배경

코스콤사가 이와 같은 혁신적 ICT기반 금융솔루션

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지난 

몇 년간 정보기술발달로 인한 해외 금융거래시장의 환

경변화와 더불어 해외 금융거래시장의 시장규모 또한 

급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국내사업 있

어 수익성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배경

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 코스콤사는 과거 STP-HUB

솔루션을 해외인 인도네시아 IT기업에 첫 수출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파트너를 위한 해외사업 추

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외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수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

다.

다음으로 코스콤사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 포

괄적인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한 것 역시 서비스 구축배경이라 말할 수 있으며

(코스콤 홈페이지, 2019) 코스콤사는 실제 혁신적 ICT

기반 금융솔루션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 같은 포괄적

<그림 2> 코스콤사 서비스구축배경 도식화 (출처: 코스콤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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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자산운용사들과의 주문거래 

처리가 코스콤 ICT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해

외의 경우, 플랭클린 템플톤과 같은 국제 운용투자사

들과의 거래를 코스콤 ICT플랫폼이 지원한다. 또한, 국

내 공공기관인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과 연계되어 관

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림 3> 코스콤사 업무 연계도 (출처: 코스콤사 공식홈페이지)

<그림 4> 코스콤사 주요 비즈니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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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및 시사점

5.1 분석 결과 토의 

앞서 코스콤 혁신사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주요결

과를 요약하고 토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코스콤

의 혁신성과 사례는 FIX 서버허브에 대한 ICT 혁신성

과 사례로 판단된다. 코스콤사는 이와 같은 혁신성과

창출에 있어 첫째, 기존 코스콤사의 네트워크 허브인 

STP-HUB를 이용하여 신속한 ICT기술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

하다. 둘째, 코스콤사의 기존 인력 등의 잘 갖춰진 제반 

인프라 활용을 토대로 비즈니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고수익이 창출가능하다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셋째, 코스콤사는 국내 고객들에 대한 다

양한 상품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마지

막으로 코스콤사는 해외시장에 대한 금융 ICT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선점적인 위치를 점하며 독

보적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석 내용과, 코스콤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ICT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

하고자 한다. 기업의 토대는 비즈니스 모델에 근원하

고 있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Teece 

2010; Chesbrough 2010; Osterwalder and Pigneur, 

2010).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

하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으로서 전략

적 사고의 성패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에 달려있다 (Lee and Jung, 2018). 이에 Teece(2010)

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기업의 경쟁우위(Competi-

tive Advantage)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며, 비즈니

스모델의 혁신은 기업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핵심 역

량이자 번영을 위한 척도라 주장한다 (Hamel 2000; 

Chesbrough 2010; Amit and Zott 2012). 

본 연구는 앞서 집중 검토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들의 내용과 금융업 종사자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 결

과를 바탕으로 코스콤사의 혁신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에 코스콤사의 우수사례와 금융업계전문가 심층인터

뷰 결과에서 공통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코스콤

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코스콤사의 FIX 플랫폼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으로는 첫

째, 해외 FCM들과 투자은행들에게 국내 금융시장의 

거래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금융업종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금융거래 편이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외 거래소들에게 코로케이션(Co-Location)

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

재한다. 이 또한 앞서 심층인터뷰에서 금융업계 전문

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바처럼 기존의 분산되어 있

는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

여 보다 거래 및 결제의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

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

Bound)비즈니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와 같은 비즈니

스 모델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크로스 글로벌 금융실

현을 가능하게하며 상품거래 제안 및 관리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뱅킹 활용방안 차세대 비즈니스 모

델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째, 

폭발적으로 성장한 디지털뱅킹과의 코스콤사의 네트

워크 연결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둘

째, 코스콤사의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디지

털뱅킹 이용고객들에 대한 거래편이성을 제공하고 종

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

째, 모바일뱅킹과 코스콤사의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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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이고 성장성 있는 수익모델을 코스콤사는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금융업계 

전반에 각광받고 있는 ICT기술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나 투자기업을 대

상으로 거래시스템 등의 금융ICT 인프라 솔루션을 제

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들어 금융업계에 기술발전 등을 바탕으로 ICT기술이 

도입되며 핀테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ICT 인프라 솔루션의 중요성을 체감함에도 불구

하고 아직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나 금융ICT 인프라 솔루션의 실제 금융기업 적용

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있

어 본 연구는 핀테크, 플랫폼 연구 분야에 있어 금융 

ICT 인프라 솔루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의 저변을 확장시키고, 현장감 있는 실제 금융기업

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분석을 제시하였다는데 있

어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 금융ICT, 핀테크 분야

의 관련된 학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관련 내용들은 지식의 발굴 및 공유하는 

지식경영 측면에서도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금융 ICT 인프라 솔루션을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기업의 적용하여(예: UOBBF와 코스콤 

제휴를 통한 실제 성과제시) 본 연구에서 상세히 기술

하였다. 이는 실제 현업실무에 이를 적용하여 실제 경

영성과(Management performance)에 이와 같은 시

스템 도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는데 있어 실무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해당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이와 같

은 국내 금융투자기업회사가 실제 금융ICT 인프라 솔

루션을 자사에 적용하였을 경우 경영성과와 같은 여러 

성과지표들을 예측하는데 실무적 도움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스콤사의 FIX 플랫폼과 모바

일뱅킹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새로운 코스콤사의 비즈

니스모델로 제시함에 따라 코스콤사의 새로운 수익창

출과 해당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또한 코스콤사의 

추후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적절한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코스콤사와 유사한 비

즈니스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유사 업체에도 실

무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ICT혁신과 디지털뱅킹에 대한 관

심과 수요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ICT혁신과 디지털뱅킹에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해 경영

정보 및 지식경영 산업의 연구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다. 따라서 추후 활발한 산학협력체계의 지속적인 연

구와 분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언하고자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무저 의의를 가지고 있으

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ICT 관련 사례를 탐색하

였다. 이러한 분석내용과 시사점은 일반화시키는데 한

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있지 않고, 금융 ICT 관련 시사점을 발굴하

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분석하

여, 본 연구에서 파악한 내용들의 타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금융 ICT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마찬

가지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검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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