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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빅데이터(big data)는 ‘21세기 원유(crude oil)’로 불릴만큼 향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The Economist, 2017). 원유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1900년

대 초반 이전까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제

품과 기업을 탄생시키며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기존

의 데이터 저장과 처리 기술로는 다양한 형식의 대규모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산저장과 분산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식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도 원유처럼 경제 전반의 혁신, 경쟁, 생산성을 새롭게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PCAST, 2014).

한편 2007년 나심 탈레브(Nassim N. Taleb)는 『The Black Swan』 에서 ‛빅데이터는 더 많은 정

보를 뜻할 수 있지만, 더 잘못된 정보를 뜻하기도 한다(Big data may mean more information, 

but it also means more false information)’ 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

와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 그 유용성을 증명하지 못한 채 2000년대 중반

에 사라진 것처럼 빅데이터도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각 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핀테크(fintech)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발하

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비용을 크게 절감시

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2016년 들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빅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로 은행과 보험권역에 한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계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빅데이터는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Aite, 2014).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데이터 보유량은 산

업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자본시장의 데이터 보유량은 은행과 보험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자본

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가치는 다른 금융권역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해외 자본

시장에서조차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 논의는 복잡한 시장과 데이터 구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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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발하지 못하였다(Aite, 2014). 다행히도 최근 들어 빅데이터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출현하면서 자본시장에

서도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측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파급효과와 한계를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 현황과 특징도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빅데이터 개념과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고, 빅데이터의 

파급효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도입효과와 해외 자본시장

의 빅데이터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특징을 정리하

였다.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 빅데이터 특성과 한계

1. 빅데이터 개념과 특성

가. 빅데이터 개념

1990년대말부터 인터넷(internet)이 전 세계로 보급된 이후부터 데이터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

고 그 형태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처리속도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부

각되었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도 이 때부터 하나의 유행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며 새로

운 데이터 기술로 출현하였다.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데이터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

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데이터 마이닝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

하였다. 예를 들면, 2003년 미국은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국방부의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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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wareness(TIA)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주된 이유는 무작

위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뚜렷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

는 사회적 우려 때문이었다. 이후 그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데이터 마이닝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잃어갔다.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09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그 개념이 빅데이터(big data)로 대체

되었다(Piatetsky-Shapiro, 2012). 이 점에서 빅데이터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주

지할 필요가 있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서비스를 이용해 2004년 이후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키워드 검색 추이를 살펴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201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관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데이터 마이

닝이란 용어는 상대적으로 그 사용빈도가 줄었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

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림 1>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키워드 트렌드

 자료: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형(structured) 또는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로부터 가치있는 정보를 추

출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개인, 특정 그룹 또는 사회 전반의 성향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 마디로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규모와 유형에 구애받

지 않고 분산저장하고 분산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분산저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64MB로 쪼

개어 복수 노드(node)에 분산저장하는 기술이다. 분산처리는 복수 노드에서 맵핑(Mapping), 셔플링

(Shuffling), 리듀싱(Reducing)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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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빅데이

터’라는 용어가 흔하게 오용 또는 남용된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빅데이터(big data)는 순수한 우

리말로 ‘큰 자료’이며, ‘큰 자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만큼 빅데이터는 구체

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빅데이터는 데이터(data)보다는 기술

(technology)에 초점을 맞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빅데이터 특성 

빅데이터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정확성(veracity), 가치(value) 측면

에서 기존 데이터 기술과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갖는다(Laney, 2001). 첫째,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시스템으로는 저장, 처리, 분석하기 어려운 크기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2015년말 기준 전 세계의 데이터 총량은 약 8ZB(Zetabyte)

로 추정된다. 1KB(1000byte) 데이터를 밥 한 공기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1ZB(1015KB)는 태평양을 

채울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와 같다(Wellman, 2013).2) 또한 매일 전 세계적으로 2.5EB(Exabyte)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데이터가 40%씩 증가할 경우 2020년 전 세계의 데

이터 총량은 약 45ZB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Oracle, 2012). 특히 전 세계 데이터의 90% 이상이 최

근 2년 안에 생성된 것으로 조사된다.

빅데이터란 개념이 소개되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data utilization)가 더 중시되

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빅데이터 기술이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데이터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데이터 가

치(value) 자체가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빅데이터 전체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가치는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빅데이터 자체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데이터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

도적 제약 하에서 그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빅

데이터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이전과 같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와 병행

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2)  1MB(Megabyte)는 쌀포대 8개에 담긴 데이터의 크기, 1GB(Gigabyte)는 대형트럭 3대에 실린 데이터의 크기, 1TB(Terabyte)는 컨테이너선 2척에 실린 

데이터의 크기, 1PB(Petabyte)는 맨하탄을 덮는 데이터의 크기, 1EB는 대한민국의 8.6배를 덮는 데이터의 크기, 1YB(Yottabyte)는 지구를 채울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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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빅데이터의 성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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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Oracle(2012)

둘째, 빅데이터 기술은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전 세계 데이터의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인 것으로 조사되며, 90% 이상이 기존에 이용

되지 않은 데이터로 알려져 있다(Zicari, 2014). 그만큼 빅데이터 기술은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 있어 이전과 달리 구애받지 않는다.

정형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가 행과 열로 배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정

형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엑셀(Excel)에서와 같이 행과 열로 참조되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다. 센서데이터(Radio Frequency ID, GPS, 의료기기 측정값 등), 로그파일(웹사

이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 POS(Point Of Sale) 데이터, 금융데이터(증권 매수도 호가 및 거래

량, 환율, 입출금, 자금이체, 자금조회 등), 고객 입력데이터, 클릭(click) 데이터 등이 정형 데이터

에 해당된다. 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생성된 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기술적 한계

로 생성하지 못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정형 데이

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비정형 데이터는 숫자, 문자, 이미지, 비디오 등 별도의 형식 없이 나열되어 조합할 수 있는 데이터

를 의미한다. 위성사진, 지진발생 정도, 대기 데이터, 사진 또는 비디오, 레이더 또는 수중 음파 데

이터, 각종 사내 문서, 각종 공시자료, 회의록, 이메일, 고객전화 기록, 소셜미디어 데이터, 웹사이

트 내용 등이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된다. 개인 컴퓨터에서 작성되거나 저장된 모든 문서파일도 비

정형 데이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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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상관관계가 있는 숫자, 문자, 이미지, 비디오의 조합)(행과 열로 구분되어 숫자와 문자와 배열된 데이터)

         자료 : Delima(2015)

셋째, 빅데이터 기술은 I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생성속도가 빠른 만큼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

는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빠른 데이터 분석속도가 빅데이터 기술의 가장 유용한 장점

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전

에 처리하지 못했던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도 덩달아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다. 2015년 

기준 트위터(twitter) 이용자는 매 1분마다 약 35만건의 트윗(tweet)을 게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도 매 1분마다 약 416만건의 좋아요(like) 반응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

된다. 빅데이터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는 정보를 활용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트렌트

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 기술은 정확성(veracity)과 같은 특징들로도 설명된다. 데이터셋에 대용량의 비정

형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 그 특성상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할 수 있고 잘못된 분석기법의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나 해석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회의적인 시

각도 빅데이터 특성상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컨대, 어떤 데이터가 앞서 제시한 빅데이터 특성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면 빅데이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가 기존 DB 시스템으로

는 저장, 처리, 분석하지 못하는 대규모 데이터이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단일 노드(node)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복수 노드

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빅데이터 특성을 빅데이터 기술로 극복하지 않

을 경우 빅데이터에 기반하였다거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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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파급효과와 한계

가. 빅데이터 파급효과

빅데이터는 경제 성장, 혁신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15a). 다만 빅데이터는 원유와 달리 자원창출(resource 

creation)이 아닌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는 생산요소를 새롭게 창출하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빅데이터

는 그 자체가 물리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

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4> 빅데이터 기술의 가치사슬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1)

2014년 8~9월중 CSC(Computer Sciences Corporation)가 전 세계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빅데이

터를 잘 활용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응답자의 69%가 빅데이터가 앞으로 더 중

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CSC, 2014). 또한 미국의 경우 산업별 생산성이 빅데

이터 활용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 0.5~1%씩 증가될 것으로 추정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각 산업부문별로는 적게는 1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

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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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가 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산업 자체가 정보에 의해 가치가 

생성되는 산업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될수록 금융거래가 증대될 수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빅데이터의 파급효과를 산업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SA, 2015). 빅데이터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으

로도 교통상해와 교통사망의 50%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1%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향후 15년간 약 300억 달러의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기가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약 0.5TB의 센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이를 잘 활

용할 경우 비행성능, 난기류 대응능력, 비행안정 등을 향상시키고 엔진결함을 찾는 데 2천배 더 효

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빅데이터는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에도 상당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빌딩 내 설비의 에너지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빌딩을 통해서 연

간 250억 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잘 활

용할 경우 매년 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산업은 매일 병원당 수백 

TB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환자의 질병 진단과 처방의 효율성을 제고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 빅데이터가 산업별 생산성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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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규모는 2015~2019년중 약 1.6조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IDC, 2014).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5~6%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다(Capgemini, 2012). 또한 제조기업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

우 향후 4년간 3,7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이처럼 빅데이터는 상품디자인, 생산공정,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으며, 유럽에서는 빅데이터를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요소로 평가하고 있다(EPRS, 

2015). 향후 빅데이터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약 1% 향상시킨다면 전 세계 GDP는 2030년

까지 15조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BSA, 2015). 이는 앞으로 15년 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크기의 효과다. 그만큼 빅데이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수준도 매우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나. 빅데이터 한계

2000년대 중반이후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회의적인 시

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에 데이터 마이닝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가 그 유

용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 채 사회적 관심을 점차 잃었던 것처럼 빅데이터도 동일한 경로를 겪

게 될 수 있다. 특히 당초 기대와 달리 빅데이터가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2012년과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빅데

이터의 역할과 효과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2012년 대선에 패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재선 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거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하였다(Scola, 2013). 오바마 캠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할리우드 정치헌금 디너파티에서 정치

헌금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이 40대 여성이라고 파악하고, 이들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

배우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를 초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다. 또한 오바마 캠프는 박빙일 것으로 예측된 주(state)에서 오바마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

자의 개인 성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선거전략을 수립해 부동층 유권자를 흡수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달리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빅데이터의 효과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캠프도 오바마 캠프와 유사하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거전략이 수립하고 이를 활용했지만, 빅데이터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빅데이터를 무시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캠프에 패배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

신에 후보자 자신이 SNS에서 직설적인 발언을 내쏟고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

셜 트렌드를 형성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빅데이터을 두고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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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Crovitz,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캠프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2016년 미국 대선 결과가 빅데이터의 무용성을 입

증했다기 보다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가 앞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Carpenter, 2016; Enderle, 2016).3)

빅데이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다(OECD, 2015b). 첫

째, 빈약한 데이터 품질이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용어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지만, 처리가능한 데이터의 절대적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데이터의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s), 유효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의존성(dependecies)과 같이 

데이터 분석에서 근본적으로 제시되는 이슈들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azer et al., 2014). 

따라서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인 Knight Capital Group은 2012년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

스템이 잘못된 데이터 입력을 걸러내지 못해 4.4억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Mehta, 2012). 

2016년 미국 대선 결과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대선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 것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만 이를 표현하지 않는 유권자(shy Trump)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Enderle, 

2016). 

둘째, 데이터와 분석기법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품질이 좋고 데이터 규모가 크다면 엄밀한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편차(biases)를 줄이고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은 인과관계(causation)

보다는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에 크게 의존한다. 이 경우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반드시 두 변

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반드시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없다. 즉 잘못된 데이터와 분석기법 선택으로 이러한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과 2011년 기간 중 미국의 연간 살인사망자와 웹 디자이너 자살사망자는 마이크

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OECD, 2015b; Marcus and Davis, 2014). 그러나 세 변수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허구적인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는 데이터 분

석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상관관계 분석을 중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회의적

3)  2016년 대선 종료 후 트럼프 캠프도 영국 런던에 소재한 Cambridge Anlytica라는 빅데이터 기업을 활용해 지지율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Cambridge Anlytica는 ‘hyper-targeted psychological approach’라는 독자적인 분석기법으로 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Rust Belt)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Cambridge Anlytica의 트럼프 캠프 빅데이터 전략팀장인 Matt 
Oczhowski는 “We're not saying we predicted it right, but we certainly noticed some trends.”라고 설명하였다(Mezzofior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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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데이터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분석기

법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기법은 사전에 학습된 알고리

즘에 기반하거나 이미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 알고리즘을 형성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

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엄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출시된 구

글의 독감트렌드(Google flu trends)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글의 독감트렌드는 독감과 관련된 검

색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독감을 예측하는 서비스며,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미

국 질병방제센터보다 1~2주 빠르게 독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구글의 독감트렌

드에서 심각한 예측오류가 발견되었다고 과학학술지인 Science와 Nature에 보고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가 촉발되었다(Butler, 2013; Lazer et al., 2014; OECD, 2015b). 

구글의 독감트렌트는 구글의 검색엔진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구글의 검

색엔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2012년 만해도 구글의 검색엔진에 86가지 변화가 있었

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데이터 환경의 변화가 빅데이터 분석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 데이터에 내

재된 패턴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글의 독감트렌드가 미

국 전역의 독감 발생률을 과대 예측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Lazer et al., 2014). 또

다른 이유는 구글의 독감트렌드가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Bulter, 2013). 

2012년 전후로 미국 전역에서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독감과 관련된 구

글 검색빈도도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은 구글 이용자의 독감

에 대한 검색이 구글의 독감트렌드의 예측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빅데이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각 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잠재적 

역량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된 회의적인 시각이 빅데이터의 유

용성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의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OECD,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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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사례

1.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도입효과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장하고, 이전보다 리스크관리 및 규제준

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받는다(Aite, 

2014; Eyraud, 2016; PwC, 2013; Singh, 2014; Verma & Mani, 2014).

가.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 확장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 자체가 수많은 데이터

를 직접 생성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어느 산업보

다 빅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상장기업 분석, 투자전략 수립,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 및 프로그램 매매, 매수도 틱(tick) 분석, SNS 및 뉴스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전략 

수립, 스마트베타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경우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실시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더 정확하고 빠른 거래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가 고객행태 분석, 고객분할 분석, 고객서비스 관리, 투자자문 서비스에 활용될 경우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hemitiganti, 2016; PwC, 2013). 예를 들면, 고객의 투자행태 분석을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판매채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본시장에서 이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업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활용사례도 쉽게 조사되지 않는다.

빅데이터는 양질의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의 자동화에 활용되어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시

켜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낮은 최소투자한도와 낮은 자문보

수를 제시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로보어드바이

저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포트폴리오 추천, 주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rebalancing)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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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객에게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과정에 빅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cham, 2016). 우선 해외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도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고객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빅데이터의 역할이 큰 것

으로 조사된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고객에게 제공되기도 하지만, 

기대치 못한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공된다. 이 경우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을 기반으로 사람보다 빠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제공한다는 것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나. 리스크관리 및 규제준수 효율성 증진

빅데이터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된다(Eyraud, 

2016). 리스크관리에서 시간(time)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Avantage Reply, 2014).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

술을 이용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성과 및 리스크 매트릭스를 실

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예측분석을 통해 기대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리스크 익스포져

(exposure)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스트레스 테

스트(stress test)에 활용할 경우 예측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헤지전략을 도출하

고 관련된 제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거래감시(market surveillance), 사기탐지(fraud detection),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 규제보고(regulatory 

reporting) 등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회사내 또는 고객간 메시지, 

전화 기록, 이메일 및 웹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빅데이터로 구성

하고, 패턴매칭 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와 고객알기정책을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준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존 시스템(legacy system)에 분산되어 있는 거래를 매칭하거나 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효, 중복, 실패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운

영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데이터 태깅(data tagging) 기술을 활용할 경우 거

래를 오류없이 확인할 수 있고 운영리스크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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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거래비용 또는 주문집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래후 분석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빅데이터는 사업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집행 및 거래체결을 더 효과적으

로 감시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유인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시스템이 갈수록 방대해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데이터 생성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데이터 축적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규제가 복잡해지면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도 비대해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산저장과 분산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중

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 6>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

 자료: Avantage Reply(2014)

다. 비용절감 및 사업운영 효율성 증대

빅데이터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 관리 및 유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빅데이터 기술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분산저장할 수 있다. 이처럼 빅

데이터가 자본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에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Eyraud, 2016). 

빅데이터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저장, 데이터 통합, 데이터 탐색, 데이터 분석, 데이터 보안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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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우선 빅데이터 시스템은 분산저장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고객의 원장데이터를 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임의적으로 쪼개서 저장할 

필요가 없다. 빅데이터 시스템이 각 저장소인 노드에 자동적으로 분산시켜 저장한다. 또한 빅데이

터 시스템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

을 도입할 경우 사내 이메일, 문서, 회의록, 메신저기록, 콜센터기록, 웹로그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가치있는 정보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사업전략을 동태적으로 구현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사업전략

의 주요목적은 기존고객 유지, 신규고객 확보, 투자금액 증대 등에 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투자실태, 투자행태 등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민원이나 전화상담 등 피드백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수작업으로 그 내용을 정형화해야 했으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유형의 고객 

피드백을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

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활

용할 경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수준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금융투

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분석기법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Aite, 2014). 초기단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편익이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비

용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

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보고되나,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목적보다는 기존 시

스템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할 목적이 큰 것으로 조사된다. 해외 자본시장의 경우 빅데이터

의 미래가치를 인정하고 예전에 축적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여 관

리하는 추세다. 그만큼 금융투자회사는 데이터를 집중저장 및 집중분석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비

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회

사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할 유인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된다(Aite, 2014). 

해외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통

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구축

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맞춤형 분석도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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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te(2014)가 해외 

헤지펀드,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몇 년 이

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1년 이내로 응답한 곳이 3개사, 1~3년 이내로 응

답한 곳이 3개사, 3~5년 이내로 응답한 곳이 5개사, 5년 이상으로 응답한 곳이 2개사로 조사된다. 

<그림 7> 금융투자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

5 년 이상 2개사
1년 이내 3개사

3~5년 5개사
3~5년 3개사

                     자료: Aite(2014)

2.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사례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된

다(Eyraud, 2016). 빅데이터 기업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빅데이터 유통플랫폼, 조사분석 검색엔

진, 투자정보 분석, 투자전략 분석,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Eyraud(2016)에 나열된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 리스트가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업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가. 빅데이터 유통플랫폼

자본시장은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은행과 보험의 2배 이상에 달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여자

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자본시장의 특성상 복잡

한 시장구조와 데이터구조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의 역할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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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Xignite는 시장데이터 클라우드(Market Data Cloud, MDC)

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1,000개 이상의 금융업자, 기관투자

자, 언론매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펀드시장, 상장지수펀드(Excahnge 

Traded Fund, ETF), 금리, 환율, 원자재 등과 관련된 실시간 또는 역사적 시세정보 및 금융정보

를 유료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Xignite는 데이터 제공업체로 설립되었지만 빅데이터 기

술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서 그 활용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Xignite의 시장데이터 공급 구조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Xignite는 시장데이터를 수집하

고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둘째, Xignite는 MDC에 빅데이터를 탑재한다. 셋째, Xignite

는 고객이 API를 통해 MDC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Xignite는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Financial Data API, 거래소 및 데이터 밴더(vendor)를 위한 

Xignite Market Data Distribution, 금융기관을 위한 Xignite Enterprise Data Distribution 등 

고객 유형에 따라 맞춤형 데이터 공급수단을 제공한다.

Xignite의 대표적인 고객 유형은 Wealthfront, Personal Capital, Betterment, 

FutureAdvisor, Yodlee, SigFig, jemstep, Square, Cashstar, Seeking Alpha, StockTwits, 

ETF.com, Robinhood, etoro, MotifInvesting, 8securities, Kensho, Ycharts, ChartIQ 

등 자산관리, 소매금융, 지급결제, 투자자지원, 투자거래, 투자분석 등을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

으로 조사된다. 또한 BlackRock, Charles Schwab, BNY Mellon, Ameritrade, Envestnet, 

Oppenheimer 등 기존 금융회사도 비용절감 및 시장데이터 구축을 위해 Xignite를 이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림 8> Xignite의 서비스별 데이터 유형 및 특성

            자료: Xignit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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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된 Quandl은 자본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중개하고 빅데이

터 분석툴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이를 위해 Qunadl은 ZACKS, Zillow, 세계은행, 나스

닥(NASDAQ), barchart, eurostat, 미국 FRB, OECD, ICI, EIA, Sharadar 등으로부터 주식, 선

물, 원자재, 외환, 이자율, 옵션, 자산관리 및 펀드, 인덱스,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Quandl이라는 플랫폼에 탑재하여 고객이 API, R, Python, 

Excel, Ruby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공한다. 즉 Quandl은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합해 의미있는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제공한다.

Qunadl의 서비스는 오픈 데이터와 프리미엄 데이터 서비스로 대분된다. Qunadl의 오픈 데이터 

서비스는 500개 이상의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2,000만 셋(set)의 금융 및 경제 데이터를 오픈 데이

터 플랫폼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무료 API를 통해 Excel, CSV, JSON, XML 등 고

객이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데이터 플랫폼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변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Quandl의 프리미엄 데이터 

서비스는 Quandl 소속 데이터 관리자가 일차적 가공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오픈 데이터 서비스와 구별된다. 

<그림 9> Quandl의 빅데이터 서비스 공급 체계

        자료: Quandl 홈페이지

Quandl의 주요 고객은 2016년 9월말 현재 The Economist, HSBC, JPMorgan, Kensho, 

DOMO, BASF, The University of Chicago, Smithfield, Money.Net, Teza 등으로 조사된다. 

AmiBroker, Quantopian, Synvero, TrandingView, Wealth-Lab, WooTrader 등 금융 및 투

자 플랫폼에서도 Quandl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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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분석 검색엔진

자본시장은 거시경제와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변수뿐만 아니라 기후변

화와 같은 현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은 어느 산업보다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조사분석이 대표적인 

분야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조사분석 시간과 정확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

터에 기반한 조사분석은 애널리스트(analysts)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

하면서 더 빠르게 자산가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 캠브리지에 설립된 Kensho는 기업실적, 정치 이벤트, 경제 데이터, 정책 변화 등을 

빅데이터로 구성하고 이를 금융정보와 결합하여 실시간 이벤트들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Kensho는 자체 구축한 빅데이

터와 웹페이지 등에서 설정할 수 있는 9만개 이상의 행동(customizable actions)을 스캔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65만개 이상의 질문을 조합하여 고객이 검색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검색엔진

이다(Madrid, 2015). 고객은 질문을 구글과 같이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작성할 수 있으며, Kensho

는 독창적인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색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자신의 투자자산이 북한 핵실험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지를 Kensho에 물어보면, Kensho는 이에 

대한 검색 및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검색창에 제출한다.

<그림 10> Kensho의 검색서비스 예시

 자료: Kensh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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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ho의 조사분석 검색엔진은 설립 초기부터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조

사분석 작업을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Kensho의 등장은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주었다고 평가받는다. 2014년 Goldman Sachs, Google Ventures, J.P. Morgan,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CNBC, IQT 등이 Kensho의 전략적 투자자(strategical investor)로 나

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AlphaSense는 3,500개 이상 상장기업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손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AlphaSense는 1천여 곳의 데이터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곳에 저장하고, 자연어처리 분석을 통해 투자활동과 관련된 키

워드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연관검색 등과 같이 자체 개발한 Smart Synonyms 엔진을 활용해 상

장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요약해 보여준다. 고객은 이를 통해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참고로 AlphaSense는 회원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시험버전도 사전심사를 통해

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AlphaSense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파악하거나 검색결

과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현재 투자은행, 자산관리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리서치 회사 등 450개 이상의 회사가 

AlphaSense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재무정보, SEC제출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화

상전화 스크립트, IR 보고서, 실시간 뉴스 및 보도자료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투

자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투자정보 분석

자본시장은 자체적으로도 실시간으로 대규모의 시장데이터,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문서, 실시간 국

내외 뉴스 및 풍문·소문 등을 생산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매수도 

동향, 실시간 뉴스 및 풍문·소문 등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경우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2009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Dataminr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알고리즘 엔진을 이용하여 매일 5

억개 이상의 트윗, 뉴스, 시장데이터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스캔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회사, 통신

사, 공공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트윗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

는 다시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하는 데 활용된

다. 기관투자자는 약간의 정보 시차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Dataminr를 적극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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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taminr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절차는 총 8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매일 5억개 이상의 트윗 정

보뿐만 아니라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정보, 시장데이터 등을 수집한다. 다음 단계로 트

윗 정보를 스코어링(scoring), 태킹(tagging), 분류(classification) 절차를 거쳐 일차적으로 분

석한다. 그 다음으로 흩어진 트윗 정보를 지리적 위치(geolocality), 정보 참신성(information 

novelty), 동시 발생여부(co-occurrence), 모멘텀(momentum), 인지 범위(awareness scope), 

콘텐트 밀도(content density), 전파력(propagation) 등 7개 기준으로 군집화(clustering)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군집화된 트윗 동향이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간 상활별 인지도

를 평가하고 과거 트윗 동향과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트윗 동향을 요약한다. 이렇게 추출

된 트윗 동향을 신규 트렌트(emerging trends), 시장변동 정보(market moving information), 

속보뉴스(breaking news), 중요 이벤트 관련(on the ground events)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트윗 동향 정보를 생산한다. 여섯 번째 단계로 트윗 동향 정보의 등급을 결정한다. 일곱 번째 

단계로 각 트윗 동향 정보를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 매칭(interest matching) 작업을 실시한

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맞춤형 트윗 정보 동향을 전달한다.

<그림 11> Dataminr의 작동 원리

         자료: Dataminr 홈페이지

Dataminr는 뉴스, 금융, 공공부문, 기업보안 분야에 트윗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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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금융뉴스 속보, 원자재, 상장기업, 거시경제와 관련된 트윗 동향을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Dataminr는 2016년 6월 24일 영국에서 EU 탈퇴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선거결과

를 공식 발표 1시간 이전에 관련 트윗 정보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 긴급 경보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

달하였다. 이는 파운드가 달러대비 31년 만에 최저치로 평가절하되기 1시간 이전과 같은 시간으로 

조사된다.   

<그림 12> Dataminr의 영국 EU 탈퇴 경보와 파운드 평가절하

         자료: Dataminr 홈페이지

2008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StockTwits는 국내 네이버 포탈의 증권서비스와 같이 주식에 특화된 

SNS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서로 뉴스, SEC제출 보고서, 투자정보, 실

시간 매매동향과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2014년말 현재 50만명 이상이 StockTwits에 가입하여 이중 약 3만명이 매달 130

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Lindzon, 2015). 평균적으로 매달 7,277명이 총 7천 종목

에 대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중 9%의 메시지만이 중복된 것으로 조사된다. 또

한 StockTwits은 고객이 특정 주식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빅데이터 분석기

법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Bloomberg, Thomson Reuters, 헤지펀드, 금융투자회사 등은 

StockTwits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으

로 조사된다. 

또한 StockTwits은 주가 감성분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최근 7일간 해당 주식에 대한 트윗 내

용을 자연어처리로 분석하여 감성지수를 산출하는 등 주가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심리적 기대를 자

신의 투자전략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고로 뉴스 및 트윗에 대한 감성분석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주

가에 반영되기 전에 뉴스에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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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을 뉴스로 먼저 접하고 투자결정을 내린다. 즉 뉴스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유신 외(2012)는 시황, 전망, 해외 뉴스에 대한 감성분류를 통

해 투자자의 감성이 주가변동을 주가하락시 70.0%, 주가상승시 78.8%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림 13> StockTwits의 주가에 대한 감성분석 사례

 자료: StockTwits 홈페이지

해외에서는 SNS 활동에 대한 감성분석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신경식 외, 

2016). 영국의 Derwent Capital Markets은 트윗을 분석해 시장의 투자심리를 파악하고 이를 투

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트위터 펀드’를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일본 카부닷컴은 트위터와 일

본 SNS 믹시에 게시된 반응을 문장단위로 분석하여 주가변동과 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매매거래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라. 투자전략 분석

자본시장은 대량의 매수도가 실시간으로 체결되면서 자산가격이 계속 변동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매매 알고리즘(trading algorithm)의 성능과 최선집행(best execution)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매매 알고리즘은 시장상황 및 투자행태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유

효성이 보장되며, 최선집행은 다수의 유통시장의 실시간 가격변화를 적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가

장 최선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미국에 설립된 Deep Value는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최선집행(best execution)을 최우

(1)  애플 주가 (2) 애플 감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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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투자전략으로 하는 매매 알고리즘(trading algorithm)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Deep 

Value는 약 2일 정도 소요되는 매매 알고리즘의 테스트 시간을 빅데이터의 분산기술을 활용해 15

분으로 단축시켜 매매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Telx, 2014). 또한 Deep 

Value는 최선집행을 위해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분석해 매매 알고리즘 실행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Deep Value의 누적거래 주식은 2015년 4월 기준 2010년부터 590억주이며 누적거래 

금액은 총 2.05조달러에 달한다(Telx, 2014). 또한 Deep Value의 거래규모는 2013년 기준 미국 

거래소 거래규모의 5.26%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마.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

자본시장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참여자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게 권유되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투자금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운용해

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수다. 이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회사에게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며, 불완전판매 또는 투자자보호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빅데이터

는 사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에서 투자자가 공정한 정보와 기회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투자자가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투자회사가 KYC(Know Your Customer), 적

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칙을 준수하고, 더 효과적으로 고객의 이해를 최우선하고 이해충돌을 방

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2012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Scaled Risk는 빅데이터와 인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기능과 분석도구가 탑재된 데이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 고객의 실시간 거래분석, 리스크관리, 판매관리 및 수익분석, 자금세

탁방지, 고객알기정책, 규제보고 등의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된

다. 또한 거래소에 실시간 및 역사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

라 Scaled Risk의 데이터관리 플랫폼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데이터, 시장데이터, 지급

결제데이터, 고객관리데이터, 사내 이메일, 문서, 웹상 문서, SNS 활동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금융

투자회사가 직접 리스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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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caled Risk의 리스크관리 서비스 사례

       자료: Scaled Risk 홈페이지

IV .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특징

1.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기업 출현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계

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독립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이 틈새 속에서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출현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는 계기

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Eyraud(2016)에 나열될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 17곳의 설립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시

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 빅데이

터 기업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크게 빅데이터 유통플랫폼(Xignite, Quandl 등), 조사분석 검색엔

진(Kensho, AlphaSense 등), 투자동향 분석(Dataminr, StockTwits 등), 투자전략 분석(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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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등),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Scaled Risk)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참고로 Eyraud(2016)에 

나열된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 리스트가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업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의 설립연도별 현황 

       자료: CBInsights 및 CrunchBase 사이트 

2. 자본시장 빅데이터 유통플랫폼 활용

자본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거시경제와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변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현상들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본시장은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대규모의 시장데이터,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문서, 실시간 

국내외 뉴스 및 풍문·소문 등도 생산한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측면에서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인 의미를 갖는다.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동일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이 이를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를 하나의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이 수집하고 관리할 경우 금융투자회

사는 수요에 따라 활용할 데이터셋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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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gnite와 Quandl이 데이터 제공업체에서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은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자본시장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해외 투자활동이 자유로울수록 자본시장 관련 데이터

도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Xignite는 40개 이상 국가

의 증권거래소 시장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은 단순히 빅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플랫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이

용함으로써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시키고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관련된 기술

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3.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 증가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 기술은 자본시장 참여자의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시키고, 리스크관리 및 법

규준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

시장의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Eyraud(2016)에 나열될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 17곳의 자본투자 유치실적을 CBInsights 

및 CrunchBase 사이트에서 조사하여 취합한 결과, 2015말 기준 약 1억 800만달러의 자금이 자본

시장관련 빅데이터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전년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규모로 이

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2~3년간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Gartner, 2016). 

다만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자체적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투자한 실적

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투자규모는 상기 조사결과보

다 더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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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자본시장 관련 빅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자료: CBInsights 및 CrunchBase 사이트

4. 자연어처리 및 기계학습 분석기법 중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자연어처리와 기계학습인 것으로 조사

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이거나 대규모 시장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ensho와 AlphaSense의 검색엔진은 자연어처리

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계학습을 통해 검색자의 요구에 따라 시장 또는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ataminr와 StockTwits도 자연어처리에 기반한 감성분석

을 통해 투자동향 및 투자심리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eep Value와 Scaled Risk는 

대규모 시장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매매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실시간 

거래분석, 불공정거래 탐지 등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연어처리와 기계학습은 상호 보완적인 빅데이터 분석기법이며,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기술

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연어처리 능력에 따라 기계학습의 역량의 기준이 되는 알고리

즘의 정확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ensho의 검색엔진 알고리즘도 자연어처리

와 기계학습의 정교한 결합의 산출물로 평가받는다. Goldman Sachs, J.P. Morgan, Bank of 

America Merril Lynch 등이 Kensho의 전략적 투자자로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국

내 자연어처리와 기계학습의 기술수준은 해외보다 2~5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석왕

헌·이광희, 2015)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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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본 고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해외 자본시장의 빅데이터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국내 자본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투자업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 도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지 않더라

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데이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금융투

자회사 각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

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하기 위해 시장데이터, 원장데이터, 로그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시장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출현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자본시장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출

현으로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계는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자본시장에 빅데이터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유통플

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빅데

이터 유통플랫폼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

고,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기술, 빅데이터 윤리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빅데이터 환경 변화를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존재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유

용성은 무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빅데이

터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

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역량 계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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