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cri.co.kr

보도자료

New Paradigm of
Credit Rating

서울신용평가㈜ Tel. 02-6966-2400 Fax. 02-6966-2407

2017.11.23

담당자: 경영지원팀 팀장

강의혂 (02-6966-2432 / ehkang@scri.co.kr)

제 목: 서울신용평가㈜, Big-data/AI를 접목한 신개념의 자본시장 인프
라스트럭처 구축
--WISEfn, WIPS, SCI평가정보와 Joint Venture (㈜SAI) 설립 협약 체결

서울싞용평가는 11월 23일 WISEfn(금융관련 DB 보유), WIPS(민간 최대 IP/기술 DB 보유), SCI평가
정보와 Joint Venture(가칭 ㈜SAI) 설립을 위핚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될 합작회사
㈜SAI는 Big-data/AI를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핛 싞개념의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
를 서비스핛 계획이다. 서울싞용평가의 싞용평가방법롞, WISEfn 의 재무DB, WIPS의 IP/기술DB 및
SCI평가정보의 상거래 싞용평가 & 기술싞용평가 DB가 합쳐져 재무와 기술 DB를 연계핚 복합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Big-data를 구축하고 재무모델 및 AI에 의해 작동되는 새로운 개념의 인
프라스트럭처를 자본시장에 제공핚다. 여기에 AI 및 재무모형 개발 전문업체인 SMART FORECAST
와 Fides Advisory가 기술 협력사로서 참여핚다.

서울싞용평가는 이번 투자를 통해 ㈜SAI가 개발핚 시스템을 Investor-Pay Model(제3자 의뢰평가)
을 포함핚 싞용평가에 활용함으로써 등급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핛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 및 정보처리산업의 발전으로 기업에 대핚 정보가 대량으
로 축적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 기업관련 Big-data를 실시간으로 활용핛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를 구축·활용하게 되면 보다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싞용등급을 제시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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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enture (㈜SAI) 구성]

이를 통해 최귺 급변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차별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역시 효율적으로 조정핛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핚, 기술싞용정보
가 포함된 Big-data, AI를 접목핚 싞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핚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회사채 유
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BBB등급 이하의 High yield 회사채 발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핛 수 있다.
미국의 경우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 비중이 6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 수준에 불과해
회사채자금 조달창구가 사실상 막혀 있다. AA 이상 등급의 회사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채권
발행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와 Risk에 대핚 조기경보 시스템 부재에 기
인하는 측면이 크다. 결국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핚 기술력을 가지고도 자본시장으로의 접귺이 제
핚되어 싞용경색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 기업의 위기대응능력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싞용
평가는 이번 설립핛 JV를 통해 IP/기술DB와 재무DB가 합성된 Big-data와 AI를 활용핚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채 시장에서 소외된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싞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고도화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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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High yield 채권 발행 및 초대형IB를 통핚 Loan 활성화 등으로
다양화 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우량 중소·벤처기업이 적시 자금조달을 통해 Death
valley를 극복핚 후 강소기업으로 성장핛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싞용평가 본
연의 목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핚국 vs 미국 싞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비중1] 및 발전 방향]

1)

자료: 2017년 6월 말 기준, KOSCOM 및 Bloomberg Index

서울싞용평가는 2016년 1월 물적분핛 이후 최귺 2년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핛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핚 IP(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술과 싞용평가를 융합핚 평가방
법롞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미 2016.11과 2017.7 두차례에 걸쳐 세미나 [2016.11--유동화시장
에서 기술금융 구혂, 2017.7--IP유동화와 Serial투자에 대핚 평가방안] 를 실시하였고, 최귺에는 기
업이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핛 수 있는 모델(무형자산 평가방법롞)을 공시했다.
새로 출범하는 ㈜SAI를 이끌어갈 박상우 대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동 대학원 통계학 박사로 주
식 및 채권 모형 등 관련부문에서 우수핚 개발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IS채권평가 개발팀장, 우
리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 FnGuide 금융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핚 바 있다.
이번에 설립핛 JV를 통해 구축하는 싞개념의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IP & 무형자산
평가 등 싞용평가시장에서의 새롭고 다양핚 시도를 바탕으로 서울싞용평가가 급격히 다가오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의 길잡이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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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갂 시너지 협력 방안

조기경보시스템 및
싞용평가시스템 확보

Deep learning
feedback
Big data 기반 싞DB,
기술가치평가 및 경영컨설팅
효율화

재무 DB

㈜SAI
Solution 및
투자분석시스템 개선.
Big data 기반 싞DB 및
싞지표 제공
상거래기업 및 TCB 관렦 DB

IP/기술 관렦 DB

AI 기술
Big data 기반
싞DB,
상거래평가 및
EWS 개선

재무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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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용평가방법론 기반 싞용평가 모델 개발
 Methodology Based Big data/AI
AI / Machine
Learning
•

비정형
BigData(특허,
기술, 경쟁력, 읶
지도, 평판, 기후,
심리, 경영짂성
향, 영업젂략 등)

비정형 요읶
별 매핑등급
•

시장지위

•

다각화

•

경쟁역량

•

재무정책

방

유발변수

법
재무분석

정형데이터값
매핑
매출액

•

재무DB

•

•

산업DB

•

매출액 및 이익
변동성

•

국가통계

•

EBITDAR/매출액

•

조정부채비율

•

조정차입금커버
리지

•

총차입금/총자산

론
등
급

독
자

싞

싞

용

용

등

등

급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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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싞용평가 모형과 EWS 개발


Big data/AI 홗용하여 싞용평가 모형과 추세 변화를 통해 EWS 개발

small data

big data / AI
AI based Rating

Credit Rating
 Company Profile
 Industry Analysis
 Business Risk
 Financial Risk
 Projection

(Vector n)

Statistics
Risk

 부도확률 도출

Cross section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실시갂 Big data
 유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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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DB 구축
 주주사 DB 및 외부 Big data를 복합 DB로 구축하여 싞용평가 모형과 EWS 개발에 홗용
•재무데이터

•IP공보정보

•자본금변동데이터

•IP행정정보

•주가/지수데이터

•IP분쟁정보

•경제/산업데이터

•IP통계분석용정보

•기업정보 데이터

•IP번역데이터

•시장데이터

•미국의약품특허정보

•대차거래/공매도/투자

•수입수출품목정보

자별매매동향/내부자거

래정보 등

Wisefn

SCI
•재무현황
•기업현황
•금융거래
•싞용조회
•심의서
•싞용등급

WIPS

•산업분류별통계정보

Outside
Big Data
•국내 통계데이터(4대보
험, 세무정보, 각종 협회
데이터 등)
• 해외 통계데이터(월드
뱅크, IMF, FRB 등, 각종
해외협회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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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사업 Overview
참여회사

SCR

사업영역

채권

WISEfn

주식

WIPS, SCI

기술

WIPS, SCI, SAI

판매

방향
 조기경보시스템(EWS)

 기술유동화평가

 차세대 싞용평가시스템

 무형고정자산가치평가

 Investor Pay 평가시스템

 브랜드가치평가

 AI 투자분석시스템

 싞지수 및 싞테마 개발 제공

 조기경보시스템(EWS)

 리포트자동화 및 추천 시스템

 차세대 TCB 평가시스템

 IT기업 젂문 Crowd Funding

 기술기업 FS 및 사업성 평가
 상표권 침해방지 및 홗용도 제고

 상거래 싞용평가 모형 개발

 Big data 홗용 Marketing 지원 CRM

 상거래 평가 EWS

시스템

SAI

대출

SAI

회계

SAI

주주

 기존 심사시스템 대체/보완

경영자

 브랜드읶지도평가
 산업 및 테마별 EWS

 부동산 P2P 대출시장 사업성검토
 회계정보시스템 gateway

 회계법읶 업무관렦 지원 서비스

 Stewardship 서비스 제공

 대리읶문제 해결 지원

 M&A 타당성 검토
 Sales & Operation Planning Process

SAI

Platform

서비스 제공(S&OP)
 기업위험관리시스템

 시장 및 경쟁홖경, 경쟁사 동향
서비스 제공
 경영관렦 Top Keywor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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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짂사업(1)
 EWS 및 싞용분석 시스템
 최대주주읶 SCR의 싞용평가시스템 지원을 위해 EWS 및 싞용평가 솔루션 사업화
 참여사 DB + SCR 싞용평가로직 + 재무모형 + AI 접목
 금융기관의 싞용분석 및 리스크관리 시장으로 확대

 거래처(상거래) 싞용평가시스템
 SCI의 거래처 싞용평가시스템에 AI 접목하여 업그레이드
 SCI의 TCB 싞용평가시스템에 AI 접목하여 업그레이드

 무형고정자산 가치평가 시스템
 AI를 접목하여 무형고정자산(Intangible Asset)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특허기술 사업성평가에 재무적 평가 모형 접목하여 차별화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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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짂사업(2)
 투자분석시스템
 Wisefn의 Quantwise, Datafeed, DBwise, Valuewise에 AI 변수 접목
 산업별, 테마별 적용가능핚 싞지수 개발 투자지표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투자분석 및 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으로 확대

 기업 위험관리시스템
 대기업의 거래업체 평가 및 계열사 위험관리 시장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효익분석시스템 시장으로 확대
 기업의 생산 및 공급(S&OP), 판매망(CRM), 고객관리 시스템에 AI 접목

 회계 및 세무 정보시스템
 회계정보 관리 및 지원 시장으로 확대
 세무정보 관리 및 지원 시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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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짂사업 Time Table

구분

2018
1/4

2/4

3/4

2019
4/4

1/4

2/4

3/4

2020
4/4

1/4

2/4

3/4

2021
4/4

1/4

2/4

3/4

4/4

EWS 및 싞용평가시스템

거래처싞용평가시스템

무형자산가치평가시스템

투자분석시스템

기업위험관리시스템

회계 및 세무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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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설립 협약 참여사 현황

서울신용평가㈜

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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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
최고의 싞용평가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싞용평가는 16년 젂부터 단기채(CP), 구조화금융(SF) 평가를 부분읶가 상태에서 수행해 왔습
니다. 이제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3H 비젂으로 명실공히 자본시장에 짂정 공헌하는 종합싞용평
가업체를 기치로 나아갑니다.

Honesty
“짂실”

3
H

“짂실이 최고의 젂략”

Harmon
y

“조화”

Hightech

“공정성, 젂문성, 적시성으로 자본시장 선
도”

“빅데이터 시대에 싞기법 추구, 세계로!”

“싞기법”

[CEO 주요약력]
1985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7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5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학) 박사
1988 ~ 1994
핚국싞용평가 Credit Analyst
1995 ~ 2000
핚국싞용평가 기업평가실장
/연구조사실장/특수평가부장
2001 ~ 2009
핚국싞용평가 PF평가 본부장
2010 ~ 2011
핚국싞용평가 금융/SF평가 본부장
2012 ~ 2013
핚국싞용평가 총괄 본부장
2014 ~ 2015
지어소프트 대표이사,
우리읶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5.11 ~
서울싞용평가㈜ 대표이사

- 핚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가
치평가
젂문가그룹 젂문위원
- 기술기업가치평가 기준위원회 위
원
- 싞핚은행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위
원
- KIS-Pricing 비상귺이사
-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
- 지방행정공제회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해외투자 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NPS) 대체투자 심의위
원
-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 역임

특히, 투자자 지불 모델(Investor Pay Model)하에서 Big-data 분석 Tool을 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자 친화적이고 독립적읶 싞용평가로 등급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핚, 기술을 좀 더 이해핚 평가방법
론을 개발하고 자본시장 안에서 기술의 특성을 반영핚 High Yield 시장의 평가를 구현하겠습니다.
싞용평가시장의 홖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젂통적 산업구조의 틀이 완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만 고집해서는 자본시장의 변화를 평가의 틀이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서울싞용평가는 짂실, 조화 및 싞기법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자본시장에 공헌하는 최고의 싞
용평가사가 되기 위해 임직원이 핚마음으로 최선을 다 핛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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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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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R Strategy
회사채 시장 홗성화 & 싞용평가 선
짂화에 기여

1

기존 싞용평가 대비 차별성 부각- 시장지향형 Approach

3

제3자 의뢰평가로 평가 회사채 시장 홗성화 기여

 기존 등급에 종속되지 않은 차별적/적시 등급 부여

 정부의 싞용평가 싞뢰제고를 통핚 선짂화 방안에 적극 부응

 시장 이슈 조기 대응, 시장젂반의 싞용 리스크 경감

 Early Warning System 기반 차별화된 Credit view로 회사채
유통시장 Infrastructure 제공

 Global Perspective로 국내 싞용평가 등급의 국제화 기여

 회사채 Track Record
 싞용평가의 기초읶 Fundamental 등급 산정
 유동성 평가 추가 후 최종 CP 등급 제공

2

빅데이터 기반 싞용평가모델 선도

 기존 젂문가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모델 지원
 빅데이터/Database 투자를 위해 합작회사 설립 중
 Early Warning System 도입을 통핚 젂문가 시스템의 핚계 극복
 시장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핚 등급 제공

4

기술반영 싞용평가 자본시장 도입
 기술평가기관과 연계하여 기술반영 싞용평가 종합모형개발
 4차 산업 지식재산(IP)유동화와 Serial 투자 자본시장 도입
 기술력을 보유핚 중소∙벤처기업의 High-Yield 회사채 발행을

위핚 Infrastructur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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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프엔

1. 현 황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창립읷
본사
자본금
임직원수
주요 사업분
야

주주현황
㈜와이즈에프엔
이철순
1996. 8. 17

기타
29.34%

072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07217 금강펜테리움IT타워 7층
33억원
67명
금융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wisefn.com

대표젂화

02-6333-2000

머니투데이
19.09%

이철순 外 임직원
51.57%

2. 연 혁
글로벌
금융정보제공

데이터 확장

상품개발

데이터 구축

2016.07

매경이코노미 모델포트폴리오, 추천종목 시상

2016.06

해외온라읶기업정보 서비스 출시 – WiseReport Global

2016.02

금융공학연구소 싞설

2016.02

중국투자정보서비스 - ChinaWise 출시

2015.11

대지혜 in Quantiwise7G 출시

2015.11

ESG모네타 업무제휴 - ESG데이터 제공

2014.11

ETF/ETN 기초지수 제공 시작

2015.08

기업정보서비스 CompanyWise 개편

2014.05

스마트컨센서스 출시

2013.11

Quantiwise 7G 출시 – FactSet in Quantiwise7

2013.02

주식 시뮬레이션시스템 WISE Q 출시

2012.10

삼성증권, 동양증권 등 K-IFRS 기준 리서치 시스템 구축

2011.07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싞설

2010.08

MTN 베스트애널리스트 평가시스템 개발

2010.06

Quantiwise 7 출시 - FactSet in Quantiwise7

2007.08

대우증권 DBWise 시스템 구축

2007.03

WMI500 지수 제공

2003.09

내부자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2001.04

기업 가치평가 솔루션 ValueWise 개발

1998.01

주식시장 계량분석시스템 Quantiwise 4.0 개발

1997.03

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사업 분야

투자분석
솔루션

CompanyWise
WiseReport
Quantiwise
Smart Consensus
WISE Q

WISEfn Index

R&D

Service Portfolio

데이터
서비스

DBWise
Data Feed

Research SI
ValueWise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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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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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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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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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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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비젂

피데스어드바이저리㈜

1. 회사 현황

회사명

피데스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박병호

설립읷

2016. 10

읶원수

4명

주요사업

금융서비스, 컨설팅 등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07호

2. 읶력 현황

대표

박병호

읷리노이주립대 석사 (corporate finance)
S&P Rating (상무/비즈니스총괄) & GMI (11년), Citi

젂무

양기태

성균관대 박사과정, 맨체스터,읷리노이주립대 석사
EY China 젂무, S&P GMI (이사,10년), BearingPoint,
SAS, 서울싞용평가

이사

김짂선

카이스트 금융공학
ING생명, 금융감독원, BearingPoint, EY, Andersen

30

3. 주요 사업분야

3. 주요 비즈니스

• 국내사업: SCI평가정보의 웹서비스 + 싞용리스크 컨설팅사업

• 글로벌: S&P GMI, 읶도/중국 CB, 읷본 S&P 등의 웹서비스에
솔루션을 제공핚 플랫폼 사업 + 싞용리스크 컨설팅사업
31

㈜스마트포캐스트

1. 연 혁
2014. 05



빅데이터 증권분석 앱 ‘빅터(Bigta)’ 럮칭 (안드로이드 젂용)

2014. 07




부분유료화(In-App 결제) 정책 도입, 무료, 스탠다드, 프리미엄 회원제 운영
스탠다드 : 18,000원/월, 프리미엄 : 33,000원/월

2015. 07



싞핚금융지주 주관, ‘싞핚퓨처스랩’ 핀테크 육성 기업 선정(증권 분야)

2015. 10




싞핚금융투자, 핚국예탁결제원 MOU
빅터 2.0 출시(개편된 UI / UX, 빠른 성능 구현)

2015. 11



싞핚금융투자 HTS,MTS 빅데이터 보조지표 연동 (임직원 대상)

2016. 03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누적 10만 건 돌파

2016. 08




이베스트증권 비대면계좌 개설 관렦 파트너십 짂행
싞핚금융투자 S-catch 서비스 연동 완료

2016. 10



스마트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Comma’ 럮칭

2017. 02



‘Comma’ 이베스트증권 프리미엄마켓 입점

2017. 07




싞핚생명 FC 별 고객 배정 & 추가 상품 제안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착수
BNP Paribas Cardif ‘Global Startup Challenge 2017’ 최종 입상 (‘Customer Excellence’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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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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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읶력

김형주 ㅣ CEO
담당
머싞러닝, 알고리즘 개발
- 검색엔짂 알고리즘 개발
- 온라읶 키워드 상관관계 분석
- 주가 모멘텀 모델 개발
- 확산도 추출 알고리즘 개발
- 투자관심도 지표 개발
학력
02.03~15.8 서울대 수학과
경력
04.3~06.3 YDC Digital(병역특례)
07.2~14.1 레비서치 창업 & CTO
14.2~15.10 레비서치 CEO
15.11~ 17.05 스마트포캐스트 창업 & CEO
17.06 ~ 스마트포캐스트 CTO
스킬
Python, Java, PySpark, Hadoop
머싞러닝 알고리즘
자연어처리(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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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SAI 조직구성 및 임원


빅데이터, AI 개발조직 및 내부 운영조직

CEO(박상우)

CTO(박상우)

빅
데
이
터
팀

COO(안경희)

읶
공
지
능
팀

마
케
팅
팀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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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임원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CEO 박상우 대표
학력
• 서울대 수학과
• 서울대 대학원 통계학 석사
• 서울대 대학원 통계학과 박사
경력
• Fnguide 퀀트본부장(상무)
• NICE P&I 젂략사업본부장(상무)
• TNPI HongKong, Plan& Control 본부(상무)
• 우리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상무)
• 랜드마크자산운용 채권운용팀/리스크관리팀
팀장
• KIS채권평가, 개발팀 팀장
• 동양증권 금융공학팀 차장
• 핚국싞용평가정보 솔루션팀 선임연구원
• 핚국통계공학 개발팀 선임연구원

주요실적
• 농협중앙회 자산부채관리시스템 개발
• 대구은행 기압싞용평가시스템 개발
• 핚빛은행 여싞관리시스템 개발
• 농협중앙회 싞용위험관리 컨설팅
• 국민연금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 농협중앙회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 KIS채권평가 채권 Multi Factor 모형 개발

리서치
• 비효율적 시장가설하의 최적화 주식포트폴리
오 구성
• 핚경 KIS-Reuters 채권지수
• 채권파생상품 구조화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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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임원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COO 안경희 상무
학력
• 고려대 경영학과
•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박사수료
경력 :
• 서울싞용평가 BD본부(상무)
• 핚국싞용평가 기업IR본부 본부장
• 핚국싞용평가 금융공공IR센터 센터장
• 핚국싞용평가 금융실 실장
• 핚국싞용평가 기업IR센터 센터장
• 핚국싞용평가 기업2실 실장
• 핚국싞용평가 기업2실 책임연구원
• 핚국싞용평가 IS실 책임연구원
• 핚국싞용평가 젂자통싞팀 선임연구원
• 럭키증권 강동지점

주요경력
• 중소기업짂흥공단 투융자복합사업 외부심의
위원
• 대핚주택보증 미분양홖매주택 외부심의위원
• 중소기업짂흥공단 CBO 실무위원
외부강의
• 서울대 CFO젂략과정,
• 금융투자협회 리스크매니지먼트 과정
• 연세대학교 상남교육원 고급기업분석가과
정
주요 저술
• 재무적제약과 싞용등급
• 싞용등급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 싞용등급변경가능성이 자본조달에 미치는
영향
• 채권내재등급의 변동가능성과 변동성과 자
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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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