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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theProfitabilityAnalysisofOnlineSecuritiesTrading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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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analyzed theprofitabilityofonlinesecuritiestradingbykorean
securitiesfirmsbasedonfinancialstatementsandsuggestedactivationplansfor
onlinesecuritiestradinginthekoreansecuritiesindustry.Themajorfindings
andsuggestions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isstudy frndsthatthereisno 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he

profitabilityoflargesecuritiesfirmsandthatofsmallsecuritiesfirms.
Second,thisstudyshowsthattheprofitabilityofforeignsecuritiesfirmsis
muchhigherthatofdomesticsecuritiesfirms.
Third.thisstudyfindsthattheprofitabilityofthetop3securitiesfirmsis

muchhigherthatoftherestofsecuritiesfirms.
Fourth,this study shows thatitis difficultto raise marketshares if

securitiesfirmsbyreducingbrokeragefees.
Fifth,thisstudyfindsthatthehighertheproportin ofonlinetrading by

securitiesfirmsis,thelowertheprofitabilityofsecuritiesfirmsbecomes.
Finally,itis suggested that korean securities firms can increase their

profitabilitythroughboththedevelopmentofnew financialproductsandthe
provision of differentiated custmer service rather than brokerage fee
competition.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온라인 증권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온라인 증
권거래가 전체 증권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9%에서 2003년 64.3%에
달하여,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 수준을 추월한 상태이다.이는 거래 규모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는데,2002년 중 온라인 증권거래 규모가 약 2,189.5조원으로 2001년
대비 50.4% 증가한 3,293.5조원으로 급증한 데서 알 수 있다.1)
이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증권시장에서의 전자화 등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증권거래가 상대적으로 전자화가 용이하고,그 효과가 비교적 크기 때문
이다.이는 실제로 선진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전자주식
거래소의 개설 및 국제적인 주식 네트워크의 확립과 인터넷의 위탁판매 및 인터
넷 금융의 등장에 따른 혁신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다.
둘째,고객 욕구의 변화로 컴퓨터가 확산되고,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고
객들은 더 이상 증권사의 객장에서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하기 보다
는 자신이 직접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신이 내린 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2)
셋째,온라인 증권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는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므
로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초기에는 전산설비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
지만 낮은 한계비용으로 온라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부
과하는 매매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한국증권업협회,‘2002온라인 증권거래 실적,「증권」제 114호,2003.3.p.103.
2)이건창,정남호,“국내 인터넷 주식거래를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국제학
술대회논문집,한국경영정보학회,1999,pp.75-86.



이와 같은 증권거래 양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온라인 증권거래의 증가는 증
권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적
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급성장해 온 온라인 증권거래가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확산에 따라 매년 고속 성장하던 것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이것은 온라인 거래가 현재의 거래환경 하에서 외형적 성장이 정점에 가
까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3)이 같은 성장 한계는 증권사들의 경쟁적 참여
로 인한 경쟁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온라인 거래의 주 수입원인 각 증
권사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자율화되기에 이르렀으며,이로 인해 경쟁심화가 수
수료 인하로 이어져 계속 낮아지는 수수료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기에 이른 것이
다.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현실적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에
의존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 점에서 매매 수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경영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특히 경영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을 받아 기존의 영업 방
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특히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과 계속되는
할인 증권사의 등장으로 수수료의 하락은 더욱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빠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 온라인 거래규
모에 비례한 수익성 관련 연구에 있어 증권업종에 대한 수익성 분석은 극히 제한
적이었다.따라서 증권사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수익성 실태분석과 그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현황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한다.문

3)박서용,“사이버증권거래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영향”,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학
위논문,2003,pp.12-17.



헌연구에서는 증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도서,논문,관련저널,기타
증권사의 간행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에는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요인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검
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내용과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관련요인을 도출하고,또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지표를 구성하여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병
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이러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제3장에서는 국내․외 증권회
사들의 온라인 증권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다.제4장에서는 현황자료를 이용한 수익성분석을 실시한 후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 1절 온라인 증권거래의 개념

1.온라인 증권거래의 정의

온라인 증권거래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 중 일부 또
는 전부가 사람의 접촉이 배제된 온라인에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4)
이와 관련하여 한주명과 손관설(1998)은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하위 개념인 웹거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5),투자자가 기존의 객장을 방
문해 주식을 매매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PC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인적 접촉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라 하였다.이와 같이 개별 투자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온라인 거래시스템(On-LineTradingSystem)
이라고 한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서비스는 최근 그 매체가 PC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부
상하고 있는 인터넷매체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웹거래 시스템(Web Trading
Syste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 증권거래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홈 트레이딩’이라
고 불리워졌다.이 외에도 ‘온라인 트레이딩’,‘인터넷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온라인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더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는 현재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직접 주문을 내는 웹 트레이딩,웹상에서 에플릿

4)이정범,이주영,“온라인 증권거래시장에 관한 연구”,한국증권연구원,1999.6,p.11.
5)한주명,손관설,“가상증권거래의 현황 및 과제”,증권 95,96,1998.8.



형식으로 제공되는 자바 트레이딩,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증권거래 전용 프로
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증권을 거래하는 전용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홈
트레이딩 방식이 그것이다.이 중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과,
애플릿 형식의 자바 매매시스템을 ITS(InternetTradingSystem)이라 할 수 있으며,
전용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HTS(HomeTradingSystem)라고 부
른다.6)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ITS는 인터넷상에서 바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HTS는
전용 프로그램을 PC내에 설치한 후에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전자화로 인한 온라
인에서 이루어지는 제 거래과정으로서의 증권거래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
으로 보고 이를 온라인 거래로 정의한다.

2.온라인 증권거래의 발전

금융거래는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거래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며,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7)
이러한 발전은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제 금융환경에 접목시키려는 노
력이 다각도로 이어져 증권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는데,특히 증권
중개업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고객관리를 위한 업무자동화 및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진보시켜 왔다.또한 각 거래소
들은 다른 거래소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매매거래 및 결제시스
템을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을 기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통합을 시
도하기도 하였다.8)

6)정기식,『온라인 시대의 증권투자』(서울 :민영사,2003),pp.12-24.
7)강석훈,“온라인 증권거래의 현황과 전망”,한국증권업협회,「증권」제103호,2000.3,pp.82-117.
8)강임호,김용현,“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변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
신정책」,제120호,2000.10.pp.1-48.



이러한 현상은 나스닥,런던 증권거래소 그리고 프랑크프르트 증권거래소간 합
병논의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는데,이러한 증시 통합 움직임은 자본이 좀 더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이 더욱 쉬워
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국내 증권시장도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을 시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계
속하여 매매체결 및 결제,증권회사의 중개업무 등이 완전 전산화되어 많은 증권
회사들이 고객의 증권거래 시 편의성을 위하여 매매주문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고 있으며9),HTS를 이용한 거래
시 위탁수수료를 인하하여 주고 있다.아울러 순수 인터넷 증권회사의 설립도 이
루어짐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도 본래적 의미의 온라인 증권거래의 시대를 맞이하
게 된 것이다.

제 2절 온라인 증권거래의 유형과 특징

1.온라인 증권거래의 유형

온라인 증권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는 방법에 따라 웹 트
레이딩과 전용 에물레이션 등 인터넷,ARS(AdvancedRecordSystem),무선단말
기,핸드폰,기타 등으로 구분된다.웹 트레이딩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에 연결해서 직접 주문을 내는 경우를 말하며,전용 에물레이션은 증권회사가 제
공하는 전용 온라인 증권거래 프로그램 CD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증권회사
의 온라인 증권거래 전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10)

9)코스닥 증권시장,“데이트레이딩 현황 및 영향”,코스닥증권시장보도자료,2001.10.21.
10)정기식,『온라인시대의 증권투자』(서울:민영사,2002),pp.12-24.



즉,보다 엄밀한 온라인 증권거래는 증권의 발행,발행공시 및 분배,정보의 교
환,투자분석,매매체결,거래조회 및 결제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일련
의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람의 접촉이 배제된 채 수행되는 것으로 미국에
서는 온라인 거래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는 specialists,나스닥 시장에는 market
makers라고 불리는 중개인들이 있어서,보통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문을 내면 이
들이 해당 종목의 주문을 받아서 다른 중개인들에게 다시 주문을 낸다.따라서 국
내시장과 같이 온라인 증권 투자자의 주문끼리 직접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On-lineTrading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문을 내는 증권거래로서 우리나라
에서는 초기에는 홈 트레이딩 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omeTradingSystem,
HTS)이라고 불렀으나,최근에는 온라인 증권거래 또는 온라인 증권거래라는 용어
를 많이 사용한다.11)
이와 같이 거래되는 온라인 증권거래 유형에 대해 Terrile(1999)는 온라인 증권
거래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난 증권회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12)
첫째,DeepDiscounters로서 최고 주문한도까지 20달러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
는 중개사로서 이들은 사업초기에 낮은 수수료를 최대의 경쟁무기로 내세워왔다.
둘째,DiscountersWithBroaderValuePropositions로서 DeepDiscounters와는
달리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
는 중개사인 CharlesSchwab,DLJdirect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FullServiceRetailBrokerDealers로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증권
중개사이다.이러한 회사들은 수수료 인하 경쟁 및 리베이트 체계의 변화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따라서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
에 도달해 있다.
넷째,Specialized Companies로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한
ECN(ElectronicCommunicationsNetworks)이 대표적인 예이다.딜러/브로커 및
시장조성자 등 많은 중개 계층이 존재하는 기존 시장의 거래비용 상승요인을 배

11)정기식,상게서,pp.12-24.
12)JeanneG.Terrile,"E-Commerce:VirtuallyHere",MerrillLynch& Co.,1999.4.8,pp.4-5.



제하고 DeepDiscounters및 일반투자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
종의 가상 증권거래소 역할을 한다.특히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는 향후
이러한 ECN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온라인 증권회사는 객장이 아닌 인터넷 혹은 PC통신 등의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주문,청약모집(인수)등 온라인 상에서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증권
사다.13)즉 증권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좌의 개설,매매거래,자금결제까지의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완결시키는 증권사
를 말한다.
기존 증권사는 온라인 증권거래 부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증권거
래 전문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
다.또한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상당수가 온라
인 증권회사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고 외국의 온라인 증권전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증권 중개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전문적 온라인 증권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
로커/딜러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전략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14)
첫째,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deepdiscountbrokers)로 보통 거래 당 20달러
이하의 수수료(대부분 최대주문크기에 대해서까지)를 부과하는 브로커/딜러를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이들은 대부분 주요 영업 전략으로 최소
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낮은 거래비용을 제시하고 있다.서비스나 정보
의 질보다는 이용의 편리성,거래의 신속성,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Datek,E*Trade,Ameritrade,SureTrade(Quick&Reilly의 unit),그
리고 WaterhouseSecurities를 대표적인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로 들 수 있다.가

13)이정범,이주영,“온라인증권 중개업의 현황과 과제”,한국증권연구원,1999.8.
14)윤경진,“국내 온라인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격이 이 시장에서 차별화의 주요한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최소한 요구되는 서비
스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이들이 전체 온라인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
정도이다.
둘째,할인 증권업자(discountbrokers)로서 많은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들이
활황장세에서 신속하게 시장을 점유하는 동안 일부의 온라인 브로커 집단은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딥 디스카운트 고객 보다는 좀더 부유한 고객들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고객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증권사로 옮겨
가는 경향으로부터 고객감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증권업자들이 이들 부류에 속
한다.이들은 일반적으로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가격구조를
채택하고 있다.이들은 특화된 상품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나 스스로 연구
분석하는 투자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개별적인 서비스나 투자조언을
제외하고는 종합 서비스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것이며 특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CharlesSchwab은 적극적으로 뮤추얼펀드,수
퍼마켓 개념15)을 도입하고 혁신적으로 제3자 FinancialAdviser16)와의 연계를 통
하여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제3자 기업과의 관계가 확고히 자리 잡음에
따라 CharlesSchwab은 자신들의 독점적인 상품을 확대해 가고 있다.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업인 DLJdirect는 DLJ의 자회사로 연구 자료와 새로운 이슈들에 대
한 접근을 포함하여 좀 더 종합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종합서비스 소매 증권업자(full-serviceretailbrokerdealers)로 종합서비스
증권업자는 투자전략 개발에서부터 전략실행의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15)CharlesSchwab은 OneSource라는 상품을 통해 약 1,500여종에 달하는 자사 및 타사의 뮤
추얼 펀드를 고객들이 매매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은 여러 종류의
뮤추얼펀드를 한곳에서 투자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객들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투자신탁회사의 계좌관리,계산사무대행이란 명목으로 이들로부
터 수수료를 받는다.즉,CharlesSchwab이 강력한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상품을 OneSource에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16)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잔고에 대한 일정비율(투자조언에 따라 크게 다르나 평균적으
로 약 1%)의 수수료를 받고 주로 자산운용 등의 조언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독립적인 금융
조언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초의 의사결정에서부터 거래체결과 사
후업무까지 모든 투자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이 100,000
달러 이상일 때 이러한 종합서비스를 이용하며 브로커는 그들 보수의 상당부분을
수수료(일반적으로 거래 당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받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선택
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와 거래활동을 증가시키려 한
다.따라서 이들은 거래행위를 촉진함으로써 보상받으며 잠재적으로 그들이 제공
하는 금융계획 조언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이 온라인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로 제한적인 온라인 거래를 제공하
거나 기타 계좌정보,호가 연구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들 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통적 브로
커들의 수입 감소와 이들의 활용방안이다.전통적인 증권사들은 기존의 수수료 구
조(commission-base: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발생)를 탈피하여 자산기준으로 일회
성의 수수료(fee-base)를 받는 가격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넷째,특화된 기업(specializedcompanies)으로 이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집
단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술에 의해 탄생된 기업이다.온라인 할인증권업자를
지원하면서 성장해온 ECN(ElectronicCommunication Network)과 마켓 메이킹
(marketmaking)기업이 이들이다.마켓 메이킹 기업들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KnightTrimark는 처음에는 딥 디스카운트 브로커 조합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브로커들의 주문흐름 덕분으로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장외시장(OTC)마켓 메이킹 회사가 되었다.ECN중에서는 Optimark가 단연 두드
러진다.이러한 기업들이 가치창출 요인(valueproposition)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
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그러나 한번의 가입비로 주문을 전자적으로 체결시켜 주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 복잡하지 않은 시장주문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우리나라에서는 겟모어 증권이 주식거래 수수료의 월 정액제(월 3
만원의 수수료로 월 100회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를 2000년 5월 처음 도입하여
6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17)
다섯째,인터넷 인수회사(internetunderwriters)로서 증권 유통시장 뿐만 아니라



발행시장에까지도 인터넷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신주발행 절차의 일부 혹은 전부
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어 공모(사모)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및 서류의 전달에서부터 유가증권의 청약과 매출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인터넷 증
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대표적인 회사로 WitCapital,IPOnet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온라인 증권거래는 증권투자자가 인터넷 등 전자거래시스
템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시세 등을 열람하고 주문입력과
체결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홈 트레이딩(HomeTrading)으로 이는 온라인 증권거래의 초보단계로 증
권회사의 전용회선 또는 PC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증권회사
가 이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체결시키고,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하며,수도결제는 증권거래소에서 실시한다.
둘째,인터넷 상의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로서 증권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
설하고 이를 통한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이를 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연결시켜 처
리하는 방식으로 국내투자자의 외국 증권거래 및 외국인의 국내 증권거래를 가능
하게 만들었다.이는 거래시장의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무국경화
거래(BorderlessTrading)및 범 세계적 통합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 역시 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맡으며,수도결제는
증권거래소에서 한다.

17)조선일보,“주식거래 수수료 월 정액제 첫 등장”,2001.6.7.



증 권 사 웹 주 소
트레이딩 방식

웹 방식 에뮬레이터 애 플 릿
E*Trade www.etrade.co.kr ○ × ○
KGI조흥증권 www.chts.co.kr ○ ○ ×
LG투자증권 www.lgsec.co.kr ○ ○ ○
S K 증 권 www.webtrade.co.kr ○ ○ ○
건 설 증 권 www.ksec.co.kr × ○ ○
교 보 증 권 www.kyobotrade.co.kr ○ ○ ×
굿모닝증권 www.goodcyber.co.kr × ○ ×
동 부 증 권 www.tuja.co.kr × ○ ×
동 양 증 권 www.myasset.co.kr ○ ○ ×
동 원 증 권 www.netbroker.co.kr ○ ○ ×
대 신 증 권 www.daishin.co.kr ○ ○ ○
대 우 증 권 www.securities.co.kr × ○ ○
대 유 증 권 www.drs.co.kr × ○ ○
메리츠증권 www.meritzsec.co.kr ○ ○ ×
부 국 증 권 www.bookook.co.kr × ○ ×
삼 성 증 권 www.cyberstock.co.kr ○ ○ ○
세 종 증 권 www.cybertrading.co.kr × ○ ○
서 울 증 권 www.seoulstock.co.kr ○ ○ ×
신 영 증 권 www.shinyoung.com ○ ○ ×
신 한 증 권 www.shcyber.com ○ ○ ○
신 흥 증 권 www.shs.co.kr × ○ ○
유 화 증 권 www.yhs.co.kr × ○ ○
일 은 증 권 www.powerstock.co.kr ○ ○ ○
제일투신증권 www.cjcyber.co.kr × ○ ×
하 나 증 권 www.hanastock.co.kr × ○ ○
한 빛 증 권 www.hanvitsec.co.kr ○ ○ ○
한 양 증 권 www.hanyanasec.co.kr × ○ ○
한 화 증 권 www.koreastock.co.kr ○ ○ ×
현 대 증 권 www.stockmarket.co.kr ○ ○ ×
자료:http://fund.cau.ac.kr/stockpia/

<표 1>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의 방식



셋째,온라인 증권회사의 출현으로 증권회사(DiscountBrokerage)나 인터넷 전문
회사(E*Trade가 대표적임)가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객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이를 통해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이를 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연결시켜 처리
하는 방식으로 수도결제는 증권거래소에서 하나 매매 중개는 온라인 증권회사 또
는 인터넷 전문회사에서 담당한다.18)
넷째,초보적 사설시장(BulletinBoard System)에서의 거래로서 개별 사업자가
직접적인 중개행위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도․매수의사를 통보받아 단순
히 인터넷상에 게시만하는 시장으로 거래는 매수․매도 상대방이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개별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
매의 중개기관이 없으며 수도결제도 투자자 간 개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
한다.
국내의 경우 PC통신상에서 정보제공 형태로 개인 IP사업자가 비상장․비등록
종목으로,정보통신 관련 종목을 주종으로 매수ㆍ매도호가 및 시세,경영정보 등
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매매가격이 합당하면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교섭하여
현물교환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사설시장(ProprietaryTradingSystem:PTS)거래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주식거래의 전 단계시장으로 주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거래소 상장종목을 브
로커의 도움 없이 기존의 거래소 시장 이외에서 거래하는 시장형태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급성장하였다.이것은 매매의 중개기관이 없으며 수도결제는
별도의 결제기관 또는 시장 개설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사설시장의 예로는 미국
의 Instinet,Posit,아리조나 증권거래소 등이 있으며,미국거래소 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19)
여섯째,온라인 증권시장(VirtualStockExchange)거래로서 사설시장이 더 발전
한 형태로 기존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PC이용자가 인터넷상 가상의 증권거

18)김미형,『증권투자의 이해』(서울:두남출판사,2003).pp.36-42.
19)송재경,“미국 온라인 주식거래 확산동향과 시사점”,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정책」,
제233호,1999.6.pp.51-54.



래소에 접속해 상대편과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스템으로 매매의 중개기관
이 없으며,수도결제는 별도의 결제기관 또는 시장 개설자에 의해 이루어진다.20)
이상에서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 유형이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의적으로 분류되
는데 이를 도식화시켜 보면 <그림 1>과 같다.즉,인터넷상의 온라인 증권거래소
에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투자자가
인터넷 증권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체계에서 인터넷 증권거래소가 인터넷 증권
회사가 했던 일부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증권거래소
에 계좌 개설을 하고,주문 또한 투자자가 인터넷 증권회사와 같은 투자정보 서비
스사로부터 정보 및 투자조언을 받아,직접 인터넷 증권거래소에 접속하여 주문을
내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투자자

투자자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
증권회사

정보 및 투자자문

거래내역

거래내역

거래
내역

거래내역

매매주문

자료:이재규 외 3인,『전자상거래원론』(서울:법영사,2002),p.224.

<그림 1>온라인 증권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

20)이재규 외 3인,『전자상거래원론』(서울:법영사,2002),p.224.



2.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과 기술

가가가

WTS(WebTradingSystem)은 인터넷의 각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Web상에서
시세조회 및 매매주문이 가능한 CTS(CyberTradingSystem)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WTS(WebTradingSystem)들이 정보의 실시간 연속 처리를 하지 못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시세 및 정보처리가 가능한
RTS(RealTimeService)를 추가하여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는 특징으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RTS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세조회와 매매주문을 할 수 있다.그리고 계좌가 없는
사람도 사용자 등록을 하면 시세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한 화면에서 시세,관심종
목,차트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 환경에서 직접 실행되므로 인터넷이 되
는 곳이면 어디에서도 이용 가능하다.21)

나나나

HTS(HomeTradingSystem)은 WTS(WebTradingSystem)과 거의 같으나 WTS
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나 HTS는 별도의 프
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 후 사용하는 것만 다르다.HTS는 한번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전용 애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
이 편한 장점이 있으나,다른 PC를 사용할 때는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
른다.이 점을 제외하고는 WTS와 거의 흡사하다.

다다다

21)임석필,『증권투자의 이해』(서울 :창민사,2003),pp.45-54.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객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증권시장에서의 직접투자의 위험 인식이 제
고되면서 고객들은 투자전문기관에 의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또한 증
권사들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비춰지자 신규 수익원에 대
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증권사의 새로운 종합 고객자산관리시스템이 곧 랩 어카
운트 시스템(WrapAccountSystem)이다.
랩 어카운트(WrapAccount)란 증권회사가 잔고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의
투자성향분석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자산배분,투자자문회사의 소개(또는 뮤추얼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축),주문집행,증권예탁,정기적인 투자 상황 보고 등의 종
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온라인 증권거래의 특징

온라인 증권거래는 전통적인 증권거래 방식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크게 ①저렴한 수수료,②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③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④
정보 획득의 용이성의 4가지 요인으로 대별될 수 있다.22)
첫째,저렴한 수수료 요인에 있어 대형 증권사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우월한 온라인 시스템과 실시간 제공하는 증권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보다 약간 높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다.평균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수수료
율은 거래금액의 0.15%정도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증권사는 시스템과 증권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다.평균적으로 0.1%의 수수료
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0.1%보다 더욱 낮

22)여성규 외,『온라인 증권투자 입문』(서울:탐구원,2002),pp.62-68.



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온라인 전문 증권사의 수수료는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평균 수수료보다 낮
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다.이것은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와 달리 물리적 영업
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후발주자로
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요인으로 기존의 전화나 영업점을 통한 주문은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그러나 증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주
식거래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으며,주문
의 정정 및 취소ㆍ주문에 대한 거래체결의 확인ㆍ계좌잔고 내역 등의 확인 등도
컴퓨터를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또한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고 다시 브로커
가 그 주문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브로커가 시세차익
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셋째,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으로 기존에는 증권거래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증
권사의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그러나 온라인 거래에서는 투자자가 편리
한 시간에 예약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문 외의 잔고조회 등도 증권사의 영업시간
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에서도 탈피하였다.특히 미국 증권시장의 경우
ECN23)등을 통하여 이미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한 점에서 볼 때,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져 버리는 증권산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정보 획득의 용이로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시세 및 호가정보를 비롯한 각
종 시황정보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일반 투자
자는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을 알기 위해서 객장의 전광판을 보거나 전화로 브로
커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이 풍부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
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증권사의 웹 상에서 기업분석이나 경제상황
에 관한 연구 자료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인터넷 상의

23)ECN은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간매개자(시장조성자)의 개입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
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래망을 일컫는다.



사설동호회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을 하
는 공동체(community)의 성장으로 인해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진 점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이 온라인 주식거래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배
경이 될 수 있다.특히 온라인이 갖는 장점으로 인한 정보 획득의 용이성은 기존
의 주식거래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브로커와 일반투자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
칭으로 인해 증권브로커가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브
로커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정보 대칭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거래 활
성화에 기여한 기폭제가 된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제 3절 온라인 증권거래 구조와 장․단점

1.온라인 증권거래의 구조

증권업무의 전산화 내지 온라인화는 증권사의 경영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
다.특히 온라인 증권거래의 도입에 따라 변화된 증권사 경영환경의 구조적 측면
을 위해 기존의 경영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이에는 위탁거래 방식에
의한 증권거래시 증권사 경영환경에 포함되어 있던 각 개별 증권사,공급자로서의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주식거래를 하는 고객으로써
의 투자자 및 증권사 일부의 업무를 협조해주는 보완자로 <그림 2>와 같이 대별
된다.



보완자
(경제연구소)

공급자
(거래소,코스닥)

경쟁자
(타 증권사)

주식시장
(개별증권사)

고객
(위탁관리자)

<그림 2>위탁거래 방식 하의 증권사 거래 구조

그러나 온라인 증권거래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고객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탈바꿈시킴으로 인해 증권사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그림 3>은 온라인 증권거래 방식의 도입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경영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24)

공급자
(거래소,코스닥)

경쟁자
(기존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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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탁거래)

보완자
(정보통신,
연구소,은행)

대체재
(온라인 거래)

구매자 교섭력 확대

보완자
확대잠재적

진입자

온라인 전문
증권사

<그림 3>온라인 거래 하의 경영환경의 구조적 변화

24)http://www.miraeasset.com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 방식의 도입 후 증권사 측면에서 가장
큰 경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위탁거래 방식의 대체재적 성격을 가진 온라인 거
래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온라인 증권거래의 영향요인

온라인 증권거래 비중의 증가로 국내 온라인 증권거래 시장은 점점 무한경쟁시
대로 돌입하고 있다.증권업계 전체적으로 수수료의 평준화로 인한 차별화가 더욱
어렵게 됨으로 인해 각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다.온라인상의 상담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투자자를 수준별 및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에 맞게 적합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또한 증권
사별로 수수료 무료화에 대응하기 위해 랩 어카운트 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업
무영역을 탈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25)
온라인 증권거래의 확산은 단순히 유통시장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증권발행 업무와 증권 중개업의 온라인화,증권거래의 탈 중개 기관화를 가져올
것이며,또한 기존 거래소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결국 온라인 증권거래의
확산은 금융환경과 금융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증권시장은 물
론 증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바꾸고 증권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온라인 증권거래의 확산은
증권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우선 거래량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주가의 변동 폭과 그 변동 속도를 증대시키고 있다.주가의 변동 폭과 변
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기적인 초단기 매매가 성
행하고 있으며,또한 온라인 증권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안정
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한국증권거래소,당일매매비증현황,2001.12.26.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2,500만을 넘었고 이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을 넘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은 캐나다의 약 2배,미국의 약 4배,일본의 약 8배 등 해
외 선진국과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26)
첫째,데이 트레이딩의 증가로 거래소시장27)의 경우 2000년 데이 트레이딩 비중
이 38.69%였으나,2001년에는 46.06%로 증가하고,온라인비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1년 9월의 경우 55.52%을 기록하여,코스닥 시장28)에서의 경우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45%～50%로 증가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온라인 증권거래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지위 강화로 온라인 거래시스템
의 발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간의 정보 차이가 많이 축소
된 점을 들 수 있다.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위 강화는 반대로 기존의 증권사의
중간자(정보 제공자)역할을 약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셋째,일반투자자의 위상강화로서 온라인 증권거래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저렴한 탐색비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넷째,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증권사 간 치열한 경쟁 촉발로 온라인 증권거래
의 활성화는 전산부문의 선진화 및 인력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와 대고객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반면 고객유치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증권사간 경쟁은 심화되는 가운데 전산 및 광고비 지출의 증가 등이 증권사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온라인 거래수수료가 오프라인 수수료의 1/20수준까지
하락하여,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도한 전산투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증권사 수
익구조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친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미국에서와 같이 온라인 증권사들이 기존 증권사들의 틈새시장으로 성

26)한국전산원,한국인터넷백서,2003,pp.262-273.
27)한국증권거래소 “2001년 당일매매비중 현황”보도자료.2001.12.26.
28)코스닥증권시장 “데이트레이딩의 현황 및 영향”보도자료.2001.10.21.



장한 반면,국내 시장에서는 기존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이들의 온라인
영업부문 진출이 결과적으로 심한 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거래 시스템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수
료 인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현시킨 점을 들 수 있다.29)
이상에서와 같이 온라인거래의 장점들로 인해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온라인
증권거래 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특히 온라인 증권거래 확대에
따라 급격한 거래량의 증가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켰음은 물론,이는 최
근 주식시장 자체 규모의 확대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온라인거래 확대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30)
향후 증권 산업에서는 경쟁심화로 저렴한 수수료를 통한 고객유치 전략보다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고객유치전략이 치열해 질 것이다.또한,고객의 투자성향
및 자금사정에 따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고객에게 적
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증권사에 따라서는 양질의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서치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일부 증권사에서는 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
산과 세무상담 서비스 등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투자 및 운용 등 재테크에 대
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증권업무와 은행 및 보험업무가 결합된 서비
스(one-stopservice)의 개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3.온라인 증권거래의 장단점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는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정보의 양을

29)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가능한 24개 증권사의 자료를 사용.2003.3.이것은 더욱이 높은 개
인투자자의 비중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 증권거래가 주로 개인이 이용하는데 비해 2002년
12월만을 살펴볼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전체 주식약정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개인
비중은 약 94.2%이며 거래소시장은 약 6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온라인 주식거래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개인비중은 약 99.7%,거래소시장의 개인비중은 약 98.3%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0)이것은 거래소시장 일평균 주식거래량의 경우,1998년 약 9,800만주,1999년 약 2억 7,900만
주,2000년 3억 600만주,2001년 약 4억 7,300만주,2002년 약 8억 5,700만주를 기록했음에서
알 수 있고,코스닥시장 일평균 주식거래량은 1998년 약 70만주,1999년 약 3,500만주,2000
년 약 2억 1,200만주,2001년 약 3억 8,400만주,2002년 약 3억 2,000만주를 기록했음에서 입
증된다 하겠다.



증대시키고 자산가격의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강화시켰다.즉,통신이나 일련의
자료 처리과정(dataprocessing)을 통하여 증권과 관련된 모든 시장을 연결시킴으
로써 딜러 및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시키고 경쟁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온라인 트레이딩은 인터넷ㆍPC통신ㆍ무선단말기ㆍARS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시세를 열람하고 직접 주문 입력과 체결확인 등을 하
는 방식이다.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증권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31)
온라인 증권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시성․유연성․쌍방향성의 특성을
제공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져 편리성에 기반한 온라인 투자자들의 요구
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증권사 역시 업무처리가 간
소화되어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을 해오고 있는 온라인 트레이딩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2)

31)송치승,“데이트레이딩과 주가변동성”,한국증권학회,「증권학회지」,1999,pp.277-285.
32)증권업협회,“2001년 8월 온라인 증권거래 현황분석”,보도자료,2001.9.



구 분 장 점

저렴한 가격
온라인 브로커는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인력
이 필요치 않으며 물리적인 영업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작은 한계비용으로 온라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있다.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다.브로커가 그 주문을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밖에 계좌내역 조회 등의 활동도 훨씬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투자자가 편리한 시간에 예약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문외의
잔고조회 등도 증권사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투자
자가 해외출장 등을 갔을 경우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
터넷을 통해 증권거래활동을 행할 수 있다.

풍부한 정보

풍부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 투자자는 더
정확하나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효율성 향
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증권사의 웹상에서 기업
분석이나 경제상황에 관한 연구 자료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
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사설동호회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을 하기
도 한다.

혁신 촉진
매매중개,매매체결,거래확인,청산 및 결재,증권발행 등
각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응용되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증권
거래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되면서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거래시장의
글로벌화

유가증권의 무국경화 거래(BorderlessTrading)및 범세계적
통합화를 진척시킨다.

발행시장의 개혁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투자자
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인수수수
료 및 각종 인새 우송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자료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2>온라인 증권거래의 장점



한편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갖는 한계로 온라인 거래의 단점도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단 점

투기의 조장
온라인 증권거래의 저렴한 수수료,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증권거래가 훨씬 용이하게 느껴지고 신중한 매매결정을 통
한 투자보다는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 손쉽게 매매주문을
내는 경향이 있어 투기화될 우려가 있다.

시스템상의 리스크
및 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

매매주문의 입력실수,고객이외의 자에 의한 접속 가능성
등 고객정보의 유출 또는 도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시장의
혼란 및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거래량이 많고 시장에 주
문이 폭주하는 경우 충분한 전산용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
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가장 심각한 경우는 온
라인 브로커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 투자자는 아예 주
문을 입력할 수 없거나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
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증권업에 대한 위협

온라인 증권회사 설립 초창기에는 그 동안의 주식거래 관
행 및 온라인 증권회사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기존 증권거
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온라인 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DiscountBrokerage의 설립 촉진시 위탁수
수료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증권회사의 영업 전략
상 대량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고객은 온라인 증
권회사를 통한 거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경우 기존의 증권사도 자회사 형태의 온라인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등 DiscountBrokerage의 설립이 촉진되고 위탁
수수료의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의 조언 부족

온라인 증권거래자는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브로커
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의거하여 행동
하기 때문에 투자판단을 유도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이용하
였을 때의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3>온라인 증권거래의 단점



제 4절 온라인 증권거래에 관한 선행연구

1.국외연구

Naveen(1999)33)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집단과 비사용자집단간의 차이를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특성, 동기적(motivational) 특성 그리고 태도적
(attitudinal)특성면에서 분석하였다.그 결과 인터넷 온라인거래 집단이 비사용자
집단보다 연령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았다.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거래 집단이 비사
용자 집단보다 편의성을 더 추구하며,혁신적이고 충동적이며 다양성을 더 추구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또한 인터넷 온라인거래 집단은 비사용자 집단 보다 낮은
비용을 선호하고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온라인거래를 위한 사용자의 정보기술 확산과 수용 연구에서 Brancheau &
Wetherbe(1995)34)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같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는 잠재적 수용자 집단에게는 하나의 혁신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를 설명ㆍ예측함
에 있어 혁신이론은 중요한 준거이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혁신이론에 따르면,
혁신 수용의사결정의 단계는 혁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이러한 정보
처리과정을 통해 혁신의 특성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고,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혁신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의사결정이 수용 쪽으로 내려
지면 혁신의 사용이 뒤따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Agarwal& Prasad(1997)35)은
혁신이론에서는 혁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수용 의도)뿐만 아니라 지속적
사용 등 혁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성과척도를 중시하고 혁신의 ‘현재 사

33)D.Naveen,"TheInternetShopper", ,May,1999.
34)J.C.Brancheau,B.D.Janz,J.C.Wetherbe,"Key Issuesi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A ShiftTowardTechnologyInfrastructure", ,1995.
35)R.Agarwaland J.Prasad,"TheRoleofInnovationCharacteristicsand thePerceived

VoluntarinessintheAcceptanceofInformationTechnologies", ,Vol.28,
No.3,Summer,1997,pp.557-582.



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미래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즉,인터넷 웹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
과에서 현재의 웹 이용도에는 혁신의 가시성,양립성,시험가능성이 웹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는 상대적 이익과 결과의 가시성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Major(1997)36)는 인터넷 주식거래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42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이 결과 응답자의 88.1%가 기존의 방법보다는 인터
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와 접근의 편리성을
들 수 있었는데,단지 보안 문제나 사기,해커 등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2.국내연구

국내 연구에서는 온라인 증권거래 관련 연구가 자료의 제한성 등으로 다양한
연구는 전개되지 않고 주로 현황과 전망 또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이를 보면 이정범,이주영(1999)37)은 국내 온라인 증권거래 시장 전반에
걸친 현황과 전망을 문제점과 과제 중심으로 다루었고,전춘옥(2001)38)은 온라인
증권거래와 데이 트레이딩 활성화가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였으며,최희갑(2001)39)은 증권산업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파급효과를 연구하
였다.신용문(2000)40)은 온라인증권거래가 고객과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을 밝혔으며,김종만(2000)41)은 기존 투자자와 온라인

36)A.Major,"InternetStockExchangeSurvey", ,Jan.
1997.

37)이정범,이주영,“온라인증권거래 시장현황 및 과제”,한국증권연구원,1999.
38)전춘옥,“온라인 증권거래와 데이트레이딩 활성화가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한국증권업협

회,「증권」계간 제107호,2001.5.
39)최희갑,“증권산업 디지털화와 파급효과”,삼성경제연구소,2001.5.
40)신용문,“온라인증권거래가 고객과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학위논문,2000.



증권투자자와의 투자행태에 관한 비교를 통해 온라인투자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강헌규(2000)42)는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
구를 요인도출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하였다.그밖에 이승주(2002)43)도 온라인 증
권거래가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을 투자자의 실증조사를 통해 밝혔
으며,최성렬(2004)44),박수경(2004)45)도 온라인 거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41)김종만,“일반 투자자와 온라인증권 투자자간 투자행태 비교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42)강헌규,“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논문,2002.

43)이승주,“온라인증권거래가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논문,2002.

44)최성렬,“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45)박수경,“한국온라인 증권거래의 현황과 증권회사발전 방향 연구”,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

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제 3장 온라인 증권거래의 실태 및 전망

제 1절 국내의 온라인 증권거래 현황

1.온라인 증권거래 추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증권 산업은 미국과 달리 기존의 증권사들이 온라인 증권업
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성장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증권거래소
의 매매계약 체결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여,내부전산화와 기관간의 온
라인화가 이루어진 1997년 9월에 이르러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미국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기존 종합서비스회사(full
servicefirms)의 틈새시장으로 온라인 증권업을 시작한 것과는 성장배경이 다르
다.특히 국내 증권사들은 1997년 1월 제12차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온라인 증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온라인 증권거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급속한 성장
을 기록하여 현재 성장속도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최고 수준이
다.46)
국내 온라인 증권거래 현황에 있어 2002년 12월말 기준 전체 온라인 증권거래
는 IMF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상태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이
어 선물 및 옵션시장에서의 거래량 폭증으로 인하여 약정금액 측면에서 큰 증가
를 보여 왔는데,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은 감소하고 더불어 온라인 증권거래 비중
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7)이는 전체 증권(주식,선물,옵션)의 약
정금액이 2001년(4,185.0조원)대비 51.1% 증가한 6,321.8조원을 기록하였는데 온라
인을 통한 전체 증권(주식,선물,옵션)의 약정금액은 2001년(2,189.5조원)대비
50.4% 증가한 3,293.5조원을 기록하였다.

46)장경천,“CyberTrading의 현황과 전망”,명지대 금융지식연구소,2001.5.
47)한국증권업협회,“2002년 온라인 증권거래 실적”,「증권」제114호,2003.2.p.103.



구 분 주 식 선 물 옵 션 증권 합계
1998 2.9 1.3 3.1 1.9
1999 25.4 11.3 18.1 19.0
2000 55.9 33.7 35.5 46.6
2001 66.6 40.7 53.7 52.3
2002 64.3 45.5 55.8 52.1
2003 60.3 48.5 47.7 51.1

자료:한국증권업협회,상게서,p.73.

<표 4>전체 온라인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한편,온라인 거래에 있어 거래방법은 주로 인터넷48)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
데,2003년 온라인 주식거래의 매체별 비중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전체의 95.2%
를 차지하였으며,무선단말기 2.4%,ARS2.0%,핸드폰 0.3%,기타 0.1%를 차지하
였다.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증권거래 비중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밖에 ARS,무선단말기,핸드폰 등을 통한 비중은 계속
해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인터넷 무선단말기 ARS 핸드폰 기 타
2000년 92.1 3.9 2.7 0.8 0.6
2001년 94.3 2.9 2.2 0.4 0.1
2002년 95.0 2.7 1.9 0.3 0.1
2003년 95.2 2.4 2.0 0.3 0.1

자료:한국증권업협회,2004

<표 5>온라인 주식거래 매체별 비중
(단위 :%)

48)인터넷 거래는 웹 트레이딩 전용 에뮬레이션을 포함한 것이며 이 비중들은 주문방법별로
약정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2004년 12월말 현재 36개 증권사)의 자
료임.



주문방법에 따른 온라인거래에 있어서는 2002년 중 온라인증권의 1회 주문당
약정금액49)이 평균 563만원으로 전년(374만원)보다 50.5%(189만원)증가하였다.
이는 계좌당 주문회수가 8.70회로 전년(10.51회)대비 17.2%가 감소한 것으로 계좌
당 주문회수는 전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주문당 약정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크
게 증가하여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던 199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주문당 약정금액 2.78 4.78 3.86 3.74 5.63

계좌당 주문회수 5.66 13.29 12.83 10.51 8.70
자료:http://www.iflg.com

<표 6>주문당 약정금액 및 계좌당 주문회수 추이
(단위 :백만원,회수)

온라인 증권계좌 현황에 있어서는 국내 온라인 계좌 현황에 있어 2003년 12월
말 온라인 계좌수는 5,662,144계좌로 2001년말(4,578,651계좌)대비 대폭 증가하였
으며,온라인계좌비율은 전년(66.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77.8%를 기록하였
다.

49)주문건수를 집계할 수 있는 증권사들(2002년 12월말 현재 28개 증권사)의 자료임.



구 분 온라인 계좌 수 위탁자 활동 계좌 수 온라인 계좌비율
1998년 12월 227,350 3,792,456 6.0
1999년 12월 1,887,245 7,572,839 24.9
2000년 12월 3,849,240 8,668,187 44.4
2001년 12월 4,578,651 8,385,376 54.6
2002년 12월 5,321,259 8,010,496 66.4
2003년 12월 5,662,144 7,274,370 77.8

증가율(2002년 대비) 340.885 -736.126 11.4
*온라인 계좌 수는 주식,선물,옵션 계좌수의 합
위탁자 활동 계좌 수는 주식 계좌 수
자료:한국증권업협회

<표 7>온라인 계좌 수 및 위탁자 활동 계좌 수 추이
(단위 :계좌,%)

2.상품별 거래 현황

2002년 12월중 온라인 1계좌당 증권(주식,선물,옵션)의 평균약정금액은 2001년
12월(5,405만원)대비 2.3% 감소한 5,280만원을 기록했으며 선물은 증가한 반면 주
식과 옵션은 감소하였다.
1계좌당 주식약정금액은 2001년 12월(2,565만원)대비 46.1% 감소한 1,382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중 최고치는 2월에 기록한 3,560만원인데 2000년 2월에 기록
한 사상최고치(6,663만원)를 갱신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계좌당 선물약정금액은 2001년 12월(2,607만원)대비 41.8% 증가한
3,696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10월에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4,431만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1계좌당 옵션약정금액은 옵션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2001년
들어 크게 증가한 이후 2002년 12월에는 2001년 12월 대비 12.9%감소하여 202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10월에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303만원을 기록하기
도 하였다.



구 분 계좌당
전체 증권 약정

계좌당
주식 약정

계좌당
선물 약정

계좌당
옵션 약정

1998년 12월 25.21 14.37 10.64 0.2
1999년 12월 72.84 57.10 15.47 0.27
2000년 12월 30.94 14.95 15.64 0.35
2001년 12월 54.05 25.65 26.07 2.32
2002년 12월 52.80 13.82 36.96 2.02
증가율

전체 증권 약정 -2.3 -46.1 41.8 -12.9

자료:한국증권업협회,상게서,p.117.

<표 8>상품별 계좌당 약정 추이
(단위 :백만원,%)

한편 은행연계계좌 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은행연계계좌50)의 경우,2002년말 현
재 증권사는 시중 은행 16개사 및 기타 3개사 (농협,수협,우체국)등 총 19개 금
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2002년말 현재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은행연계 계좌수
는 826,982계좌,2002년중 은행연계를 통한 주식약정금액은 208.5조원을 기록하였
다.
2002년말 현재 은행연계 계좌는 전체 온라인계좌(5,321,259계좌)에서 15.5%를 차
지하였으며,2002년중 은행연계를 통한 주식약정금액은 전체 온라인 주식약정
(1,332.6조원)에서15.6%(208.5조원)를 차지하였다.현재 은행연계 계좌수는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함)(352,938계좌),신한은행(133,556계좌),우리은행(94,856계좌)순이었
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국민은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각각 42.7%,16.1%,11.5%를 차지하여 이 상위 3대 은행이 전체 은행연계 계좌의
70.3%를 차지하였다.51)

50)증권사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당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 및 이용할 수 있게 한 계
좌를 말하며,제휴가 없는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2002년 12월말 현재 31개 증권사)의 자
료임.

51)http://www.etrade.co.kr



은 행 계 좌 수 비 중
국 민 352,938 42.7
신 한 133,556 16.1
우 리 94,856 11.5
조 흥 71,618 8.7
외 환 46,922 5.7

자료:한국증권업협회,상게서,p.118.

<표 9>계좌수 상위 5개 은행
(단위 :계좌,%)

제 2절 미국의 온라인 증권거래 현황

1.증권거래 현황

인터넷과 고성능 컴퓨터의 보급 확산으로 미국은 증권시장에서의 온라인 증권
거래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로서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편리성 및
다양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온라인 증권거래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급
성장하였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인기는 발행시장에도 반영되어 온라인을 통한 자금조달
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온라인 증권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K.Aufhauser&
Co.,Inc.가 처음 시작하여 1994년 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사에 주문을 내
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증권은 주식,옵션,뮤추얼펀드,채권 등이며,그 중 주식거
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온라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빈도에 있어 종합 서비스 증권
회사의 거래빈도 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reditSuisse
FirstBoston(CSFB)52)의 분석에 따르면,온라인증권사의 계좌당 연간 거래빈도는
25회로,종합 서비스 증권사의 연평균 거래 빈도는 5회보다 5배정도 높은 수준이
라고 하였다.
셋째,온라인 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고 있는데,여성보다
는 남성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온라인 증권거래의 51%로 이는 동일한 연령대가 전체 일반투자자의 비율에서 차
지하는 비율인 32%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남성의 비중은 전체 온라인 증
권거래의 76%로,전체 일반투자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인 57%보다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53)
넷째,온라인 발행시장 현황에 있어서는 유통시장에서의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
성화가 최근 발행시장에서도 활성화되어 인터넷을 통한 공모가 경이적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1999년 인터넷을 통한 공모규모는 12억달러 규모로 이와 같은 추
세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터넷 열풍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및 증시활황 등
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함께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성 등으로
온라인 증권거래의 관심을 바탕으로 온라인 증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즉
온라인 전문 증권사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체결한 뒤,인터넷을 통해 체결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기존
종합 증권사에 비하여 영업지점이 없고 거래수수료가 매우 낮아,1995년 1개였던
온라인 증권회사 수가 2000년에는 200개로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
다.
다섯째,미국 온라인증권사의 영업 전략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유형 디스카운
트증권사(Deepdiscountfirm),중간 온라인증권사(Mid-tieronlinefirm)및 종합

52)CreditSuisseFirstBoston(CSFB),2001.
53)SIA & ForresterResearch.



서비스증권사(Fullservice firm)로 구분된다.54)55) 먼저 디스카운트증권사(Deep
discountfirm)는 현재 전체 온라인계좌의 55%을 점유하고 있으며,저렴한 수수료
를 무기로 영업하고 있다.이 유형의 대표적인 회사로서는 E*Trade,Ameitrade,
Datek등이 있다.중간 온라인증권사(Mid-tieronlinefirm)는 현재 전체 온라인증
권계좌의 43%을 차지하고 있으며,투자서비스와 투자조언을 비교적 적당한 (중간)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대표적인 증권회사로서는 Charles Schwab,Fidelity,
VanguardBrokerageService등이 있다.종합 서비스 증권사(Fullservicefirm)는
현재 전체 온라인 증권 계좌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호가정보․시장정보․리서
치 등 다양한 정보를 높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거래의 평균수수료는 1996년 이후 1분기 1건당 $52.89에서 1998년 1
분기에 $15.56까지 급격하게 인하되었으나 이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약 $15.75를
유지하고 있다.온라인 증권거래의 도입 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극심한 경쟁
에서 시장선점을 위하여 주로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경쟁하였으나,1998년부터
는 마케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사의 장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
환하고 있기 때문이다.56)
한편,미국의 온라인증권시장은 국내 증권시장과 같이 대형증권회사로 거래가
편중되고 있다.이는 미국 온라인증권시장에서 10대 온라인증권사가 전체 온라인
증권거래의 90%(특히,3대 온라인 증권사가 전체 온라인 거래의 50%이상을 거래)
를 차지하는 등 대형 증권사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57)
이상에서와 같은 시장확산과 영업전략에 따른 특징을 볼 때 미국에서의 온라인
증권거래가 향후에는 종합서비스증권사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디스카운트증권사의 점유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이유는 미국

54)딥디스카운트 브로커는 보통 거래당 $20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브로커/딜러로 Datek,
E*Trade,Ameritrade,WaterhouseSecurities등이 있다.

55)디스카운트 브로커는 딥디스카운트 브로커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가격구조를 채택하고 있으
며,특화된 상품의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업자
로써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브로커로는 CharlesSchwab과 DLJDirect가 있다.

56)SIA;CreditSuisseFirstBoston.
57)BusinessWeek,2000.5.24.



의 온라인증권 연구기관인 ForresterResearch58)에 의해 볼 때,2003년 종합서비스
증권사의 계좌점유비율이 현재 2%에서 22%로 증가한 반면,디스카운트증권사는
현재 55%에서 26%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점과 중간 온라인 증권사는 당
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59)

구 분 계좌수 점유율 자산 점유율 가계수 점유율 계좌당 보유자산
(단위:$)

1999 2003 1999 2003 1999 2003 1999 2003
디스카운트
증권사 55 26 25 8 45 22 31,482 45,000

중간온라인
증권사 43 52 57 48 56 52 91,809 137,700

종합서비스
증권사 2 22 18 45 3 23 623,333 310,000

자료:Forrester,Inc.

<표 10>증권사 유형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2.증권거래의 특성과 추이

미국은 현재 10대 온라인 증권사가 하루 온라인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3대
증권사가 온라인 거래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러한 미국 온라인 증권
거래가 갖는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0)
첫째,미국 온라인 증권 거래사들은 초창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무차별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이어왔으나,최근
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마케팅과 다양한 서비스

58)Forreste,Inc.,2002.
59)이정범,“증권거래의 온라인화와 증권시장의 변화”,11월 순회 사랑방 자료집,2000.11.
60)한국증권연구원,“미국의 온라인 증권거래 현황”,2000.



의 제공과 각 회사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을
보인다.
둘째,1990-2000년대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나스닥시장 거래의 20%,
뉴욕증권 거래소의 5% 이상이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계좌 당 평균 25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종합서비스 증권
사의 계좌당 연평균 거래 회수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처럼 빈번한 거래가 온
라인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특히 이들 기업의 25%～
30%에 달하는 온라인 고객이 하루 거래의 75%～80%에 해당하는 거래를 행하는
점에서 볼 때,데이 트레이더(Daytrader)가 총 거래의 증가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증가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61)
셋째,온라인 증권사의 경쟁 측면에서 미국의 증권사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률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경쟁 전략을 모색하고 있기도 한데 온라인
할인 증권업자의 급성장으로 전통적인 증권업자들의 기존 서비스와 조화되어 시
너지 효과를 얻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향후 자신의 고객들 중 대다수가 인터넷
매체에 익숙해져감에 따라,인터넷 거래 부문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웹상에서의 금융 컨설턴트를 접할 수 있게 하고,개인의 투자특성에 대한 맞
춤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넷째,온라인 증권업체들은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와 대규모 온라인 마케팅을 통
하여 잠재 고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해외 업무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종합해 보면,온라인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에 저렴한 한계
거래비용을 제시하고,고객의 권한이 강화되면서,고객 중심의 권력 이동이 가시
화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특히 미국의 온라인 증권시장은 기존 대형 증권사들이
온라인 시장을 선점한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한 딥 디스
카운트 브로커나 디스카운트 브로커들에 의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점에서 그 특
징을 갖는다.

61)이정범,이주영,“온라인 증권 중개업 현황과 과제”,한국증권연구원,1999,p.31.



이상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미국 온라인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익히 들
어온 MorganStanley,GoldmanSachs,MerrillLynch,Prudential등의 대형증권
사 대신 딥 디스카운트 브로커나 디스카운트 브로커들이 온라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증권수수료 자유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이
것은 미국의 증권수수료 자유화 이전 업체간 경쟁이 서비스에 관련된 비가격경쟁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이후에는 수수료 수준과 관련된 경쟁으로 나타남에 따라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 제공은 일체하지 않고,전화나 편지에 의한 주문집행에만
특화하여 대폭적인 수수료 할인을 실시하는 경영전략의 차별화가 시도된 점이다.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추이에 있어 최근 인터넷 붐과 함께 호황을 누렸던 온라
인 증권사들이 위기에 당면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증권시장의 침체에 따른 거래
량 감소와 경쟁심화,비용의 증가 등이 그 주된 이유이다.특히 소형 온라인 증권
사들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증권사와 인수․합병을 추진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62)
투자자들은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정보획득 및 포트폴리오 관리의 용이함 때문
에 온라인 주식거래를 상대적으로 선호해온 것이다.이런 추세는 전 세계 금융시
장을 시간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들을 한데 묶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의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는 브로커가 있는 전통 오프라인 증권사들을 찾아 선회하고 있다.이
것은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던 일부 투자자들이 온라인 서비스의 한계에 따른 전
통적인 주식 거래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지난 수년간 금융 산업 분야
에서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까
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감소된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좀더 신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로서 온라인 증권업체와 은행,투자기관 은 모두 단골고객들의
급증하는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서 모든 산업이 그

62)김우재,“미국 온라인 증권사의 당면과제”,대신경제연구소,「대신경제」,2002,pp.1-4.



러하듯이 금융 산업 역시 그 근본은 고객기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증권사의 고객들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으며,따라서 다른 수익
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결국 이제 온라인 증권사들의 골드러시는 한계에 이른 셈
이다.그리고 온라인 증권사는 오프라인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
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그렇지 않고서는 곧 거대 오프라인 금융업체에게 흡수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시장의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경쟁심화,비용의 증가 등은 월스
트리트의 구조조정을 일시에 가속시키고 있다.특히 소형 온라인 증권사들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증권사와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증권사와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까지 이른 것이다.

제 3절 국내의 온라인 증권거래 전망63)

1.온라인 거래 규모의 확대

가가가...인인인터터터넷넷넷의의의 확확확산산산 및및및 온온온라라라인인인 거거거래래래의의의 이이이점점점 증증증가가가

기존의 오프라인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신규 온라인 증권사가 생겨남에 따라
증권 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생겨날
것이며 은행 등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와 수준 높은 정보의 제공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다.이처럼 저렴한 수수료로 인터
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다.

63)신용문,“온라인증권거래가 고객과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2000,



나나나...전전전자자자거거거래래래의의의 안안안정정정성성성 및및및 증증증권권권계계계좌좌좌개개개설설설의의의 편편편리리리성성성 향향향상상상

전자상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서명기술’,정보통신망에서의
거래 상대방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전자서
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명
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공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
립,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방지를 통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앞으
로 온라인 증권거래의 인구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해 증권전산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한 투자
자는 주식매매시 신원을 보증 받고 주문정보나 거래결과 내역에 대해서도 보장받
을 수 있게 된다.

다다다...은은은행행행과과과의의의 전전전략략략적적적 제제제휴휴휴

현행 금융실명법하에서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증권거래를 하려
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다시 온라인 거래를
신청하고 이후에 은행에 연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따라서 온라인상으로 증권거래를
하기위해서 한번은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온라인상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나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증권의 매매대금을 위해 매번 입
출금을 할 필요가 없고 주식매매시 자금이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정산된다.
즉,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가 증권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간주되면 24시간
입출금서비스,공과금 자동이체,마이너스 대출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도 받게 되어
은행에서 증권과 은행업무 모두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리성이 훨씬
증진된다.증권사는 별도의 지점망이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은 증권거래
를 원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하는 효과를 얻는다.



라라라...금금금융융융기기기관관관간간간의의의 업업업무무무영영영역역역 통통통합합합

금융업무간 통합은 인터넷 금융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온라인 주식거
래,투자은행업무,상업은행업무,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간의 통합 상품 및 복합
신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
다.한 예로 최대의 금융그룹인 Citicorp가 은행․증권․보험․전자상거래를 통합
한 종합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증권사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제3자와의 활발한 업무제휴로 새롭고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제휴파트너의 영업망과 고객기반을 통하여 신
규고객을 유입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일부 은행과 인터넷 증권사들이 시작한 온라인 뮤추얼
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 4장 온라인 증권거래의 수익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제 1절 온라인 증권거래의 수익성 분석

1.증권 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온라인 시장의 선점을 위한 증권사간 수수료 인하경쟁은 증권사의 수익을 감소
시키고 수익구조 변동으로 연결되어 증권 산업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수수료
이외의 수입원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가
능한 충분한 수의 고객을 끌어들이지는 못하는 증권사는 도태되거나 흡수되거나
합병될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증권사의 변신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형 증권사들은 온라인 증권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점의 운

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지점 관리에 필요한 부동산비용,인건비를 어떻게 효율적
으로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중소 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보다 몸집이 가벼워
기존의 증권 업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특성화하는 등 탄력
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점포와 인력을 최소화하여 고정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온라인 매매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위탁매매증권사는 빠른 거래체결과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온라인전문
증권사들 간에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고객층을 전문으로 서비스를 특화하
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현재 온라인 증권거래와 지점을 통한 영업 모두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과 지점 등의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권인수,수익증권 판매,자산종합관리계좌(wrapaccount)업무
등에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현재의 위탁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고정설



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증권회사 설립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이 시작되면 기

존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 전략에 따라 도매금융이나 투자은행업무,자산관리업무,
인수업무 등의 특정부분에 영업을 특화시키는 증권회사로 변모하여 기존의 위탁매
매수입에 의존하던 영업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선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온라인 위탁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확보에 전
념해야 할 것이다.

2.증권사 규모별 수익률

한국 증권 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최근 10년간 평균 7.1%로 상당히 낮은 수익
률을 보였다.이는 IMF관리하의 기간인 1997년을 제외하더라도 자기자본 영업이
익률 평균은 8.9%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또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의 최
근 10년간 평균은 3.7%로 자기자본 영업이익률보다 낮아 영업외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미국 증권산업의 자기 자본 경상이익률은 최근 10년
간 평균 16.2%를 기록하였으며,온라인 증권거래가 활성화된 2001년에도 12.2%를
기록하여 한국 증권 산업의 수익성이 미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한국 영업이익률 한국 경상이익률 미국 경상이익률
1999 16.1 17.6 25.6
2000 8 8.1 26.5
2001 10.1 9.4 12.2
2002 -0.1 -2.5 N/A
2003 7.1 3.7 16.2

자료 :한국은행,SIA(SecuritiesIndustryAssociation),2004.

<표 11>한국과 미국 증권산업의 수익성



온라인 증권거래의 발달로 정보처리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인력비용 절감과 마케팅비용의 감소 등 비용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 반면,
온라인 전문 증권사의 등장은 증권사의 주 수입원인 위탁거래 수수료의 경쟁적인
인하를 초래하였다.오프라인 수수료는 거래소 종목이 0.5%,코스닥 종목이 0.
4%～0.5% 수준으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하다.그러나 키움닷컴,이트레이드
등 온라인 증권사와 미래에셋 등은 0.024～0.029%를 내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이에 대한 기존 증권사들의 대응 방안으로 삼성,LG투자,대우증권 등은 기
존 0.5% 내외의 위탁 매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0.1～0.2% 정도의 온라인 수
수료를 받는다.
이와 같이 온라인 증권사의 등장으로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대형사들도 수익성
에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림 4>위탁수수료수익,약정대금,수수료율 추이

*약정대금=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증권시장의 거래대금×2/250일
수수료율(bp)=위탁수수료수익(억원)/{일평균 약정대금(조원)×250일}
수수료율은 수수료 수익을 약정대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자료 :증권연구원,2004.

지난 10년 간의 수수료 수익과 약정대금 그리고 수수료율을 살펴보면,1999년에
약정대금 급증으로 호황을 누렸고,이후 수수료율 하락으로 수수료 수익은 감소하



고 있다.수수료율이 1998년 전까지는 50bp 였었지만,1999년 35bp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23bp까지 하락하였다.
수수료율 하락의 원인은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와 진입장벽 완화로 인하여
온라인 전문 증권사들이 대거 신규진입한 것에 있다.온라인 증권거래는 투자상담
이 필요 없고,오프라인 위탁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및 영업점에 대한 비용이 절감
되는 등의 비용 특성 상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전산투자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약정대금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므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약정경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5>온라인 및 오프라인 약정대금 추이

주)표 안의 비율은 온라인 약정의 점유율임
자료:한국증권업협회,「증권」 및 증권거래소,코스닥 증권시장

3.외국계 증권사와의 비교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위탁매매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9개 외국계 증권사의 2003회계연도 1/4～3/4분기(2003.4～2003.12)주식 위
탁매매 규모는 145조원으로 전체 1,303조원의 11.1%를 차지해 2002회계연도(2002.
4～2003.3)점유율 9.4%에 비해 1.7% 포인트 높아졌다.이로써 외국계 증권사의
위탁매매 점유율은 2001회계연도(2001.4～2002.3)6.6%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면
서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점유율 상승은 주 고객인 외국인들의 거래 규모나 주식 비중
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평균 수수료율은 0.26%로 온라인거래가
없기 때문에 국내증권사 평균 수수료율(0.1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4)
또한 한국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나 블록 트레이딩65)역시 외국계 증권사들이
석권하고 있다.2004년 1분기 한국 기업들의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해외 주식
예탁증서(DR)및 원주발행 등을 포함한 주식 발행과 블록 트레이딩 주간사 실적
1～3위는 모건스탠리와 UBS,씨티그룹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모두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 증권사들의 기업금융(IB)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
한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외국계 증권사들이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한국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의 1인당 당기순이익은 각각 3,900만
원,5억 2,000만원으로 외국 증권사가 13배 이상 높고,점포당 당기순이익은 각각
13억원과 354억원으로 외국 증권사가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외
국계 증권사들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내 영업기반을 보다 확충하여 법인영업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IPO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경우 한국시장을 더욱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종합평가

증권 산업의 영업수익 추이는 위탁 영업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66%의 비중

64)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외국계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현황,2004.4.6.
65)BlockTrading: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뒤 대량 거래하는 것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영업수익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증권산
업 영업수익은 1999년 13조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전체 영업수
익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 판매도 1998년～1999년 급증 이후 비
슷한 패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금융부문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자기 매매 수익은 1조원 흑자～2조
원 적자 사이로 편차가 크지만,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가장 큰 영업수익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매매부문과 펀드판
매부문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지속적인 수익악화가 진행 중에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와 펀드판매 영업비중이 각각
64%,23%로 편중현상이 보이고 있다.미국의 경우 기업금융 49%,자기매매 22%,
위탁매매 14%,자산관리 7%,펀드판매부문 3% 등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66)이는 전체적으로 수익구조가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제 2절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 방안

1.제도적 측면

현재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의 2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증권회사
가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고업,정보서비스업 등 수익사업은 현
행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증권 감독당국에서는 수익다양화의 측면에서 원
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금융업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광고를 수익을 높인
다는 차원에서 증권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투자정보
판매도 투자자문업과의 영역구분 문제로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증권산업의 수입 다변화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부수 업무로서 광고게재 및
투자정보의 판매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66)한국증권업협회,「증권」 및 SIA NYSE회원증권사 종합손익계산서,2004.



2.투자자 보호 측면

온라인 증권거래에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주문실행 및
거래확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객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발생 시 처리방안이 아직 확정되
어 있지 않아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특히 지점과 영업인이 없는 온라인 전문
증권사 설립의 인․허가 시 시스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
도록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가가...증증증권권권회회회사사사

온라인 증권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일시에 밀려드는 투자자의 주문으로 인한 시
스템 용량 과부하로 투자자가 증권사의 주문처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주
문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기도 한다.예를 들어 주문
을 입력하였으나 주문의 제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여러 번 주문을 내어 예정보다
많은 수량의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특히 컴퓨터 지식이나 증권거래 제반
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의 경우는 큰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는 투자자의 손실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각 증권사는 매매체결 지연,접속불량,거래량 폭주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증권회사의 책임범위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투
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증권회사의 입
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온라인 증권거래의 수요에 충분히 대비한
적정규모의 용량 및 시스템 문제 발생 시의 백업체제 완비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시스템 용량이나 속도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급변시장에서는 시장가 주문이 쇄도하면 투자자가 생각하던 가격
과 크게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위험,이중주문의 위험,시스템 장애시
의 대처방안 등을 사전에 알려 투자자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한 방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권거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의
부정침입 또는 개인정보누수 현상과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의 도청 및 위․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암
호화는 필수적이며 보안 전문업체에 의한 상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나나...금금금융융융 규규규제제제기기기관관관의의의 대대대응응응

온라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규제기관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인터넷 주식 방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락
성 주식투자 행위,불건전한 매매 유발,불법 투자자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계속적인 감독활동과 위
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증권사의 서비스 강화 및 차별화

고객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광고전략 및 마케팅활동,거래 수수료 인하 등 경쟁
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 증권회사는 자동적으로 퇴출당하
거나 생존을 위한 합병 등 증권업계 전반에 변화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권회사들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다른 증권사로부터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밖에도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팀 강화,전문 금융상품 영

업인 제도의 도입,프랜차이즈식 지점설립,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기존의 단순 브로
커 업무가 아닌 고객들에게 다른 금융상품투자 및 운용의 재테크에 대해 전반적으
로 상담을 해주는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나아가,주식
투자에 국한한 조언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초보투자자나
기존 고객의 계좌를 검토해 주식투자 실패원인,매매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진해



주는 주식투자 클리닉센터 제도의 도입,고객의 매매내용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향후 매매전략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저렴한 거래비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층,심도있는 연구 자료를 원하는
고객층 등 고객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 제공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 등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의 창출이야말로 온라인 브로커의 경쟁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4.발행시장의 온라인화

유통시장에서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는 발행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온라인 직접공모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감독당국에서도 관련규정 정비에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고 본다.미국에
서는 인터넷 직접공모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이와 관련하여 발
행회사나 증권회사의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 감독당국인 SEC도 무제재확인서를 통
해 허용해왔고 관련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직접적으로는 인터넷 직
접공모를 이용함으로써 청약안내서의 인쇄,우송비용,언더라이터에게 지불하는 수
수료의 절약이 가능했다.
인터넷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면 발행기업의 홈페이지에 주식발행 관련부분
의 화면구성 및 게재내용 작성을 조언하거나 신고서 등 서류제출과 관련한 법률검
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개설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활동 등의 서비스를 종
합적으로 해주는 인터넷 직접 공모주선업자가 등장하였다.
한편,증권회사가 기존의 인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하기도 한다.인터넷 언더라
이팅은 인수기관으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가 발행기업의 정보와 발행계획서 및 사
업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자자가 구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아

가야 하며 소액공모의 경우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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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증권 거래의 수준과 각 증권사의 규모별 수익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서 온라인 증권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회사 44개사
를 선정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로 나누어 증권사 규모에 따른 수익성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규모에 따라 증권사간의 수익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국내진출 증권사간의 수익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외국계 국내진출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외국계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진출이 국내증권사에 비해 온라인
거래 참여가 늦고,증권거래 전체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증권
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기존 온라인 거래비율 3위까지의 증권사와 그 외의 증권사간 온라인 증권
거래의 수익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온라인 거래 비중 상위 사의 수익성
이 그 외의 증권사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증권사의 수익성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수익구조상 수수료를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단계에서 온라
인 비중 또한 그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아 수수료 하락이 더 이상의 증권거
래를 유도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수록 증권사의 당기순이익과 위탁 ROE등
수익성 또한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과거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
하였던 각 증권사들은 온라인 증권거래가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수익성 측면에서 첫째,증권사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증권사의 규모보다 온라인거래시스템 접근
이용이 편리성에 좌우되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규모만 가지고 온
라인에서도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국내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 간 차이에서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외국계 증권
사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거래 상품의 다양성 및 인지
도와 온라인 거래 시스템 및 관리,서비스 측면에서 종합 관리되는 국내 증권사보
다 전문화된 점에서 보다 높은 신뢰를 보임에 따라 수익성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따른 기존 앞선 투자 및 선거래 개시 업체일수록 인
지도와 관리 노하우의 축적에 따라 차별성과 수익성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수익성 또한 높은 점
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인하 경쟁보다 차별적인 고객서
비스 제공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양질의 고객을 선별 관리함으로써 다량의
고객확보보다 차별화된 특화고객확보와 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투자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행동에
관한 탐색과 주식 투자자의 증권회사 선호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 적절한 대
응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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