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KOSMOS 토탈서비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진입 도우미로 인기몰이

– CGS-CIMB와 UBS 가동 이후, 외국계 증권사의 조기도입 수요 몰려
–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장비운용 부담 없이 고성능의 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관련 인프라도 제공하는 토탈서비스 추진
① 지난 2월 7일, 코스콤은 UBS증권 서울지점에 ‘KOSMOS 토탈서비스(▲차세대 외국계 특화서비
스인 ‘KOSMOS-NEO’와 ▲서버장비 운용서비스)’를 성공리에 가동함. 이는 지난해 CGS-CIMB증
권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임.
통상 글로벌 증권사들은 신규 서비스 도입 시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관행이 있어 신규 서비스 도입이
더딘 경향을 보임. 현재 이들 증권사들이 ‘KOSMOS 토탈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는 점은 매우 이례적임.
이는 그간 코스콤이 KOSMOS가 글로벌 증권사들에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을 방증함. 특히 KOSMOS의 Linux서버, Spring 프레임워크(Java), IntelliJ(IDE) 등 최
신 기술과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등 코스콤의 높은 기술력이 집약된 외국계 전용의 웹기반 비즈
니스 플랫폼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한 결과.
KOSMOS 토탈서비스가 두 차례의 성공적인 가동을 이뤄내며 나머지 기존 고객들도 앞 다투어
‘KOSMOS 토탈서비스’ 계약을 추진 중.
코스콤은 현재 자사의 KOSMOS 서비스를 이용하는 글로벌 증권사들이 오는 2024년까지 차세대
서비스인 ‘KOSMOS 토탈서비스’로 갈아탈 것으로 기대함.
② KOSMOS NEO는 국내의 계좌단위 결제제도는 물론, 외국계 증권사별 다양한 정산체계를 모두
반영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처리를 자동화하여 기존의 수작업으로 인한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줄임과 동시에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객의 인정을 받고 있음.
여기에 실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사용자 편의성 위주의 단순하고 직관적인 UI/UX를 맞춤 제
공하여 고객 친화적인 웹 플랫폼 환경을 제공.
③ 코스콤은 자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운용체계를 상품화하여 KOSMOS NEO를 가
동시키는 장비 일체의 구입, 설치, 운용 등 일체의 보증서비스를 안양에 위치한 코스콤 DR센터를

이용한 BCP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제공. 이를 통해 글로벌 증권사들마다 수십 개에 달하는 IT감사
요건을 충족, IT거버넌스에 대한 비용과 운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

KOSMOS는 한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증권사들의 자본시장 서비스 관문 역할
① 90년대말 금융위기 때 IMF의 요구조건이었던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글로벌
금융업계가 국내에 대거 진출. 국내 자본시장에 닥친 세계화의 위기를 코스콤은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판단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외국계 특화서비스는 1세대 OCIMS, 2세대 KOSMOS에
이어 3세대 KOSMOS NEO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 이제 글
로벌 증권사들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② KOSMOS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의 법인영업과 국제영업을 위해 글로벌 바스켓 주문 수신, 전
달 및 배분, 주문의 최적 발주, 체결건의 정산, 매칭, 감사, 결제, 회계, 각종 보고서까지 법인영업 전
체 업무(Pre-trade, Trade, Post-trade)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국내 법인영업을 하는 대부분
의 글로벌 증권사가 사용하고 있음.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화…“KOSMOS로 시장 발전 이끌 것”
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과 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 진출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의 증가가 예상되
는 가운데, 외국계의 추가적인 특화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오랜 글로벌 기관과의 연계 노하우를 집약한 ‘KOSMOS 토탈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글로벌 연계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고성능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
시에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기획 중임.
② 황선정 코스콤 금융사업본부장은 “외국계 고객사의 ‘KOSMOS 토탈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
은 당사가 글로벌 증권업계의 보안, 감사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정책 변화와 금융제도 변경에 대
응하여 준비한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한국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금융투자 기관에게 시간·비용과 비즈니스 기회에 효율
적인 IT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및 선진화를 지원하는 당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