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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
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
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
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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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증권 파생상품시장통계 승인번호
-

(

: 343001)

2. 법적근거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월간/연간)는 한국거래소가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작
성하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
* 국가승인통계 : 통계법 제3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협
의)을 받아 작성되는 통계

3. 작성방법

○ 데이터 가공 체계
- 한국거래소 매매 관련 지원시스템(각 시장별) → 시장정보시스템(매매-체결 데이터 취합
및 시장별 통계 산출) → 통계간행물시스템(월별 PDF 전자간행물 출판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포맷 관리)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월별 자동적재 → 통계담당자 전송 처리
○ KRX 통계간행물 정보를 자동수집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청으로 전송
* 본소는 내부적으로 자체 통계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자동 추출 과정을 통하여
통계청으로 전송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계청 통합DB로 적재
구분

전송 처리 절차

1. 데이터 생성

• 통계청에서 제시한 표준포맷(4개 테이블로 구성)형태로 가공 및 변환하여 적재

2. 데이터 변환

• 표준포맷 테이블의 데이터를 XML파일로 변환

3. 데이터 전송

• 통계청 연계서버로 전송

4. 통계청 데이터 표출

• 통계청은 전송되어진 통계데이터를 변환 과정 없이 통합DB에 적재하고
통계포털을 통하여 통계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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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한국거래소 / 정보사업부 통계정보팀

5. 작성 및 공표주기

○ 통계청 KOSIS 제공 및 통계간행물 공표 - 매월별
- KRX 시장별 상장현황, 거래실적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익월 통계청 KOSIS에 공표
- 별도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해 월간통계 항목 각각에 대한 PDF 파일 생성하여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 통계간행물란에 제공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 개요
- 매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작성과정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신규 개설시장 또는
통계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통계작성기획에 따른 신규/변경개발 적용
- 한국거래소 내부 통계DB는 일별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되나, 통계청에 제공하는 월별/연
도별 데이터 산출을 위해 월별 합산통계(거래실적 등 항목), 월말 현황(상장규모 등) 등
산출
○ 데이터 가공 체계
- 한국거래소 매매 관련 지원시스템(각 시장별) → 시장정보시스템(매매-체결 데이터 취합
및 시장별 통계 산출) → 통계간행물시스템(월별 PDF 전자간행물 출판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포맷 관리)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월별 자동적재 → 통계담당자 전송 처리
○ 통계 데이터 담당 부서
- 최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자체적인 채널을 통해 제공중인 통계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계정보팀과 각 시장관리팀이 공동으로 데이터 및 세부화면 관리중
- 통계청 전송 데이터 및 관련 통계간행물에 대해서는 통계정보팀에서 매월 시장별 통계
일괄산출 및 전송 관리
○ 통계자료 업데이트 : 121종 통계
외주 쪽에서 그 달에 보낼 통계 데이터를 통계청 프로그램에 올려놓음 (매월 두번째
토요일) ~ 별도 시스템(시장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업로드 완료 여부 확인

① IT

통계정보팀 담당자가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을 통해 수동 전송
- 접속 후 수동전송 > 통계표목록 전체 선택 > 전송버튼 클릭
- 로그관리 > 로그상세정보에서 전송여부가 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송실패여부 확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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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간행물 업무 구분
(월별 ) 통계간행물 : 157종 통계
- 각 시장별 통계항목에 대한 PDF파일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 매 월 20일 이전 ITSM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분기별 ) Market지
- 통계간행물 중 일부를 정기발행물인 Market지 뒤편에 첨부
- 1, 4, 7, 10월의 5일까지 Market지 담당자(조사연구단)에게 자료 전달
(연도별 ) 통계연보
- 매년 직전연도에 대한 연간통계를 홈페이지 업로드 (연중 임의의 시점에 업로드)
7. 통계연혁

○ 최초작성년도 : 1963년도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년도 : 1976년도
○ 개발배경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최초 개발시에는 주식/국채시장) 참여자들의 투자판단,
금융감독기관 각종 시책의 수립평가 및 금융시장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증권
-파생상품시장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 주요연혁
- 1963년01월
: 증권통계 산출
- 1976년06월19일 : 통계작성 승인(증권통계)
- 1993년11월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4년06월
: KOSPI 200 작성승인
- 1996년04월
: 유동성지표, 거래량 상위종목별 분포, 소액 국.공채현황, 투자자별 거래
실적, 주가지수선물 등 추가
- 1997년05월
: 주가지수옵션 추가
- 2000년03월
: KOSPI 100.50.KOSPI IT 산출.발표
- 2000년05월
: 조사항목 추가(자기자본이익률, 현금흐름)
- 2000년11월
: 산업별지수(35개 -> 23개), 산업분류체계(49개 -> 27개) 변경
- 2003년02월
: 시가총액규모별 주가지수 산출.발표
- 2003년07월
: KODI(한국배당주가지수) 산출.발표
- 2003년10월
: 주가순자산비율(PBR) 신규 발표
- 2003년11월
: KOSPI IT 개선.발표
- 2003년12월
: KOGI(기업지배구조지수) 산출.발표
- 2005년01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으로 코스닥시장의 주가지수(KOSDAQ,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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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2006년01월
- 2009년07월
- 2017년12월
- 2005 06

액규모별 지수, 벤처 및 산업별 지수, 스타지수 등)도 포괄
: KRX 100 산출.발표
: KRX Autos, Semicon, Health Care, Banks, IT 등 섹터지수 5종 발표
: 증권통계, 선물시장통계 통합으로 단일통계(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산출
: 한국거래소 통계간행물 전반 검토에 따른 통계표 업데이트 (증권-파생상
품시장통계 121종 구성항목 중 41종의 통계 세부포맷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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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작성목적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종합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건전한 투자유도, 각종 시책
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주식시장 총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다수의 개
별 통계항목들로 구성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자체 채널을 통해서는 각 시장별 세부통계의 상세 일별추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의 경우는 주요 통계항목의 월별/
연도별 추이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제공하는데 중점
- 별도 월간 통계간행물 및 통계연보에 대한 PDF 파일 생성하여 KRX 홈페이지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한국거래소 시장관리 규정 수립 및 시장분석에 활용
○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marketdata.krx.co.kr)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 제공
○ 세계거래소연맹(WFE)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 제공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한국거래소는 현 시점 기준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도 국내 유사통계가 없음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항목 추가시에는 기존 시장 및 통계항목과의 일관성, 신규 시장
및 관련 통계항목 고유의 특수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통계관리시 세계거래소연맹(WFE)에서 제공하는 월별 통계자료 및 통계정의, 해외 각국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해외 기관의 유사 통계를 종합적으로 참조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한국거래소 내부: 시장관리 및 관련 규정 수립
○ 정부기관: 증권-파생상품시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
○ 금융기관: 시장동향 분석 및 관련 업무 의사결정에 활용
○ 연구소 및 대학: 증권-파생상품시장 관련 연구 수행
○ 언론사(신문, 반송 등): 증권-파생상품시장 관련 취재 및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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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협회 및 기타 기관: 금융시장 통계를 통한 경제동향 파악 및 각종 의사결정에 반영
○ 일반투자자: 시장동향 파악 및 투자의사결정에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계이용자의 의견 종합수렴

○ 불특정 다수의 통계이용자로부터 다양한 채널(거래소 통계정보팀 담당자 직접 전화문의,
고객만족 상담센터를 통한 간접 문의, 각 시장관리 현업팀에 통계자료 및 시장운영에 대
한 종합 문의 등)을 통해 의견 전달받고 있음
○ 의견수렴 예시 (2017년)
- 1월중: 한국거래소 고객만족센터로부터 최근 시장정보 홈페이지* 통계 관련 문의사항
및 오류 개선 요청사항 다수 건 접수 * http://marketdata.krx.co.kr/
→ 2017.7월 한국거래소 통계컨텐츠 개선방안 마련시 해당 요청사항 종합 반영
- 4월중: 외부 행정기관(광역시청) 및 지역 언론사로부터 지역별 상장현황 및 추이 통계에
대한 홈페이지 화면 문의 및 자료요청 접수
→ 지역별 상장현황 통계 홈페이지 화면에서 상장기업 지역구분에 대한 일부 오
류사항 수정 및 외부기관의 통계 요청자료 제공
- 6월중: 주식시장 투자자별거래실적 통계 산출시 ETF 차익거래 영향에 따른 정합성 관
련 통계청 품질관리과 문의 접수
→ 특정 기사에서 통계 정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통계 수치 및
통계산출방식이 정상적임을 안내 및 ETF시장 통계 등 신규항목 전반에 대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추가 검토(2018년중 변경승인 협의 추진 예정)
- 8월중: 증권정보 관리 및 펀드회계 관련 기관들로부터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관련 데이
터상품 문의 접수
→ 통계정보팀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공시데이터 체계화 관련 신규시스템에 해당
요청사항 고려한 정기구독형 상품 검토
- 9월중: 중앙 행정기관(금융위원회)으로부터 2014년 이후 산출 중단된 주식소유분포 통계
관련 문의 및 산출가능 여부 검토 요청 접수
→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주주상세정보 취합 불가에 따른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예탁원 등 주주정보 관련 기관의 별도 요약형식 자료
협조를 통한 대체적인 통계 잠정치 산출 및 공표 가능여부 검토
- 9월중: 통계청 및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담당팀으로부터 ‘상장채권 총괄표’ 항목 세부산
출방식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데이트 요청
접수
→ 한국거래소 통계간행물 종합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12월중 통계청 변경승인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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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요청사항 반영 예시
홈페이지 오류수정 요청사항 >
1. (메뉴경로) KRX시장 → 시장안내 → 일반상품 → 배출권시장 → 다운로드
ㅇ 배출권시장 관련자료 아래 [배출권시장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가입안내] 버튼 클릭시 다
운로드 되지 않고 메뉴검색화면으로 이동(찾으시는 결과가 없으신가요?)
☞ 파생본부 배출권시장팀에 동 오류내용 전달 => 수정완료
2. (메뉴경로) 시장정보 → 증권시장지 → 공시 및 안내
가. 다음 메뉴 최근 데이터 없음 (메뉴필요 여부 담당부서 협의필요)
① 상장사항 → (10120) 신주인수권상장폐지
② 상장안내사항 → (10121) 주주총회소집
③ 상장안내사항 → (10122) 주주총회결과
④ 상장안내사항 → 10125) 대표이사변경
⑤ 채권상장사항 → (10133) 채권변경상장및상장금액조정
⑥ 채권상장사항 → (10137) 채권행사가액변경
⑦ 채권상장사항 → (10139) 채권공시 및 안내사항
⑧ 코스닥시장 → (10151) 기타공지사항
⑨ 코넥스시장 → (10153) 기타공지사항
나. 조회 기준일 확인 필요(당일자 또는 당일자 및 과거데이터 포함 여부)
① 시장조치 → (10094)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 조회 안됨
다. 데이터 조회 안됨
① 시장조치 → (10098) 소속부 변경 : 코스닥 소속부 변경내역 조회 안됨
라. 유가증권시장만 조회 됨
① 투자참고사항 → (10104)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내역 및 매매현황
② 투자참고사항 → (10105) 상장주식회전율상위(20)
③ 투자참고사항 → (10106) 대량매매 현황
④ 상장사항 → (10107) 주권신규상장
마. 폐지대상 공시에 대한 정보제공 유지여부 확인필요
① 시장조치 → (10097) 상장폐지 유예기간 변경
* 2012. 3. 30 이후 데이터 없음
② 시장조치 → (10100) 관리종목지정사유 및 상장폐지 기준일 변경
* 2006. 3. 31 이후 데이터 없음
③ 상장사항 → (10108) 주권신주상장
* 2012. 3. 6 이후 데이터 없음
④ 상장안내사항 → (10128) 명의개서대행기관 변경
* 1999. 9. 8 이후 해당 공시 폐지
⑤ 상장안내사항 → (10129)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
* 2005. 3. 30 이후 해당 공시 폐지
⑥ 상장안내사항 → (10130)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해제
* 2001. 8. 4 이후 해당 공시 폐지
☞ 통계정보팀에 관련 문의 전달
=> 2018.4월중 관련 증권시장지 공시 화면 통합 및 제외 조치사항 일괄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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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 요청사항 >
1. 홈페이지 메인 최상위 메뉴의 하위메뉴 클릭 시
ㅇ 하위메뉴, 차하위 메뉴 박스 경계표시 불명확에 따른 사용자 혼돈
⇒ 색깔구분, 볼드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요청
* 최상위 메뉴에서 하위 메뉴 클릭시 디폴트로 첫 번째 메뉴 화면이 조회됨.
이때, 디폴트화면 조회 지연으로 원하는 메뉴로 즉시 이동이 불가함으로 사용자 불편 호소, 또
한 상단의 2단계 메뉴가 텍스트기반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메뉴를 잘 인식하지 못함
* “시장정보” 클릭 시 하위메뉴를 아래로 유지되고, 상단 가로에서 동일 메뉴가 표시
되고 동 메뉴에서 다시 하위 메뉴를 찾아가야 하는데 디폴트로 조회되는 화면에 대한 사
용자 혼돈으로 불만 제기
=> 개선작업 진행중
홈페이지 화면에 대한 개선사항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며, 화면 및 메뉴 개선시
콜센터의 업무지원을 받아 대외사용자의 불편을 최대한 반영 예정
2. 시장정보 → 채권 → 투자참고 → 대용가격 → (80075) 개별조회
ㅇ 조회기간 설정 1개월이 직전 1개월전 ~ 전일자까지
⇒ 조회기간 설정 수정 : 직전 1개월전 ~ 금일자까지
=> 수정완료, 화면조회시 default를 당일자로 변경하였음.
3. 시장정보 → 통계 → 채권 → 거래통계 → (80091) 투자자별거래실적
⇒ 거래량, 거래대금 단위 표시 없음(거래대금은 백만단위?)
=> 수정완료, 거래량, 거래대금 단위표시 주석추가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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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보고항목

○ 주식: 상장회사수, 상장종목수, 상장주식수, 상장자본금, 시가총액, 주가평균, 거래량, 거래
대금, 투자자별거래실적, 투자지표(배당수익률, PER, PBR 등), 유동성지표(시장심도,
거래체결율, 거래건수, 스프레드율 등), 상장회사 재무관련통계
○ 채권: 상장종목수, 상장잔액, 거래량, 거래대금, 수익률
○ 선물: 종목별시세, 거래량, 계약금액, 미결제약정수량, 투자자별거래실적 (기초자산: 주식,
지수, 통화, 채권, 상품 등)
○ 옵션: 종목별시세,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약정수량, 투자자별거래실적 (기초자산: 주식,
지수, 통화 등)

□ 항목별 정의 등에 대한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

○ 국내기준: 각 시장통계는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운영되는 각 시장의 관리 규정 및
세부설계사항 등을 따라 산출됨
○ 국제기준: 전반적인 통계관리 과정에서 세계거래소연맹(WFE)의 통계 정의 및 해외거래소
통계컨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2 적용 분류체계

□ 적용 분류체계 개요

○ 일부 통계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통계데이터 제공
- 각 시장의 거래실적을 투자자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유의 투자자분류 체계 관리
- 산업별 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지수업종분류 관리

□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분류체계 사용 여부

○ 전반적인 통계항목들에 대해 해외 거래소 등 여타 기관과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중이나,
세부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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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체계

○ 투자자별거래실적 산출시 투자자분류 체계

분류명
분류기준
금융투자업자로서 증권․선물회사 뿐 아니라, 일임회사, 신탁회사,
금융투자 - 자문사
,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 운용계좌 포함
보험 -「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등
투자신탁 -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등의 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사모펀드 *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 파생상품시장은 `투자신탁`으로 분류
은행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기타금융 -- 종합금융회사
전문투자자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연기금 -- 법률에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국가지자체 -- 국가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기타법인 - 기관투자자(국가․지자체 포함)를 제외한 법인
개인 -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외국인 -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ID)가 있는 외국인
위의 `외국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타외국인 -※ 파생상품시장은
`외국인`으로 분류
* 기관투자자 범위: 금융투자, 보험, 투자신탁,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

○ 산업별 지수 및 통계 산출시 업종분류 체계
- 유가증권시장 산업별 지수의 업종분류
지수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비금속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음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에 한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 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1.
02.
03.
㊥15. ․
㊥17.
㊥18.
㊥20.
㊥21.
,
㊥23.
,
㊥24.
㊥25.
㊥24.
㊥26.
㊥27. 1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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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의료정밀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유통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기타금융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5.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6.담배 제조업
㊥19.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7.재생용 가공원료제조업
07.도매 및 소매업
05.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건설업
09.운수업
10.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11.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8.
12.
13.
14.
15.
16.
17.
18.
19.
20.

코스닥시장 산업별 지수의 업종분류
가. 일반업종
지수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 담배
·

섬유 의류
·

종이 목재
출판 매체복제
화학
·
·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음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
02.
03.
㊥15. ․
㊥16.
㊥17.
㊥18.
㊥19.
㊥20.
㊥21.
,
㊥22.
,
㊥23.
,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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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에
제약
한함)
비금속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제1차 금속산업
금속
㊥28.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계 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일반전기전자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기기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운송장비 부품 ㊥
㊥35.기타 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원료
㊥37.재생용 가공원료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05.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06.건설업
유통
07.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
08.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
09.운수업
금융
11.금융업 및 보험업
10.통신업
12.부동산 및 임대업
13.사업서비스업
1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기타서비스
15.교육서비스업
16.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가사서비스업
20.국제 및 외국기관
오락 문화
17.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

·

·

·

·

·

나. IT업종

지수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통신서비스

통신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

IT S/W & SVC

디지털컨텐츠

코스닥 IT산업분류
11.기간통신서비스
12.별정통신서비스
13.부가통신서비스
21.지상파방송서비스
22.유선방송서비스
23.위성방송서비스
24.프로그램제작․공급
29.기타방송서비스
31.인터넷접속기반서비스
32.호스팅 및 관리서비스
33.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
34.인터넷전화서비스
41.교육용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제공
42.생활문화정보제공용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제공
43.오락, 게임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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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정보기기
IT H/W

반도체
부품

IT

코스닥 IT산업분류
44.디지털 출판물 개발 및 제공
45.디지털 영상물 개발 및 제공
49.기타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제공
51.시스템소프트웨어
52.개발용소프트웨어
53.응용소프트웨어
59.기타 패키지소프트웨어
61.시스템통합(SI)
62.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M)
63.자료처리(DP)
64.ASP
69.기타 컴퓨터서비스
71.유선통신기기
72.무선통신기기
73.방송기기
81.컴퓨터본체
82.컴퓨터주변기기
83.대용량저장장치(스토리지)
84.Media Player
91.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92.전자집적회로
93.화합물반도체
94.반도체재료
95.반도체장비
101.전자관, 디스플레이부분품
102.수동부품
103.기구부품
104.기타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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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을 증권-파생상품시장통
계, 통계간행물 및 여타 정기간행물(KRX Market지) 통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

통계간행물 양식 예시 >

<

여타 정기간행물 양식 예시 >

□ 보고양식 구성 및 항목 검토 결과

○ 2017년중 한국거래소 통계정보팀 신설에 따라 기존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간행물 전반의
구성 및 세부항목 정합성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검토 진행 및 향후 개선방향 도출
메뉴체계 재구성: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통계정보와 일관된 컨텐츠 구조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각 주식시장 메뉴의 주가/투자지표를 별도 지수 메뉴에 표출
- 코넥스, 증권상품, 신규 파생상품, 일반상품 통계 메뉴 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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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성 >
(주식시장 총괄 통계 개별화면)
상장기업
주가지표
유가증권시장
거래실적
유동성지표
투자지표
상장기업
주가지표
코스닥시장
투자지표
거래실적
유동성지표
상장채권
거래실적
채권시장
전환사채
상장현황
선물.옵션시장
금리선물
KOSPI200선물
스타선물
3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파생상품시장 KOSPI200옵션
주식옵션
주식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돈육선물
금선물
<

<

변경안 >

지수
주식(총괄)
주식(유가증권시장)
주식(코스닥시장)
⇒

주식(코넥스시장)
채권
증권상품
파생상품
일반상품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거래실적
소유분포
상장현황
거래실적
유동성지표
재무통계
상장현황
거래실적
유동성지표
재무통계
상장현황
거래실적
상장현황
거래실적
전환사채

KRX
KOSPI
KOSDAQ

ETF
ETN
ELW

주가지수상품
채권금리상품
통화기타상품
주식상품
글로벌지수상품
석유
금
배출권

통계정보 항목 전문화: 신규 통계항목 추가, 수정 및 세부메뉴 재구성
- 별도 통계정보 표출 필요사항(주식시장 `산업별 통계` 등) 메뉴 추가 및 정보 전문성
확립 위한 메뉴 명칭 수정(`상장기업` ⇒ 재무통계` 등)
- 활용도 낮은 통계항목(`주가평균`, `주요지수 시가총액` 등) 제외
- 개별상품 메뉴체계(파생상품시장) 지양하고 기초자산 중심 체계 적용
- 시장 공통 통계항목 명칭 통일 및 영문주석 일부 수정

(2)

통계청 제공정보 일치화: 통계청 제공 통계항목(KOSIS 포털 제공) 변경 및 해당 통계항목
과 월간 통계간행물 간 정보 일치화 추진
- 최근 미제공 통계 항목(종목별 거래실적, 시세* 일부자료 등) 제외
* 종목별 시세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로서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ACS)을 통한 전송 및 관리에 어려움 존재

(3)

- 16 -

-

연간 통계항목도 월간 통계간행물에 상시 포함하여, KOSIS 제공 통계항목과 통계간
행물 간의 구성 일치화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 절차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담당자(통계정보팀)가 자체적으로 보고양식 신규/변경
사항을 정의하거나, 특정 시장관리팀의 개발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보고양식 신설/변경
○ 내부 IT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통계간행물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양식 변경일정 수립
- 통계청 통계조정과 측에 개별문의 결과, 우선 통계작성기관 측에서 자체적인 개발일정을
수립하되 최종반영시점에 앞서 최소 2주전 변경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진
행하는 것으로 확인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보고양식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후 변경승인 신청 진행

□ 보고양식 변경 이력

○ 2009년 7월 증권통계-선물시장통계 통합 이후부터 2017년 12월 이전까지 별도 변경승인에
따른 보고양식 변경 이력이 없었음
○ 2017년중 기존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121개 세부구성항목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항목
에 대한 보고양식 변경을 1차적으로 반영
- 변경승인일: 2017.12.21. (작성반영일: 2018.1.12.)
통계항목
투자자별 거래실적 관련
11항목

세부변경사항
ㅇ 투자자구분 항목 중 자산운용사→투신(투자신탁) 으로 변경
- 본소 홈페이지 제공 통계자료와의 포맷 일치화
- 해당 항목이 자산운용사 고유재산의 거래분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신탁자산 거래분임을 반영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RX SRI 등
3개 지수)
- 참고로 관련 신규지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제공중이며, 향후 반영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추가
예정
ㅇ KRX 섹터지수 17개 중 미반영되었던 5개* 추가
* KRX 경기소비재, KRX 필수소비재, KRX IT소프트웨어,
KRX IT하드웨어, KRX 유틸리티
ㅇ (‘KRX 주요주가지수’ 통계만 해당) 글로벌지수 2개*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주식 반영하며 외국기관과의
공동산출물인 점 고려하여 제외
ㅇ

KRX
4
5
6
7

주요주가지수 등
4항목

KRX 주요주가지수
KRX 주가이익비율

(PER)
KRX 주가순자산비율
(PBR)
KRX 배당수익률

* S&P/KRX Asia 100, S&P/KRX Exchanges
- 17 -

통계항목
KRX 100 등 개별지수 관련
4항목
8
25
26
62

KRX 100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지수

10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시가총액 기준)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2항목
14
53

30
31
32

ㅇ

유가증권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코스닥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유가증권 주요주가지수 등
4항목
27

세부변경사항
ㅇ ‘월간(연간) 등락폭/등락률’ 산정시 월초(연초) 시가
대비에서 전월말(전년말) 종가 대비로 수정
- 월간(연간) 수익률로서 더 통용성이 높으며, 매일의
기준가로서 전일종가 활용함과 일관되는 점 고려
- ‘연월초(시가)’ 지수는 대표성 낮은 점 고려하여 제외
ㅇ 유사 통계항목(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주주수 기준))과
일관되도록 테이블 포맷 수정
- 시장별구분(KRX전체/유가증권/코스닥) 후소유자별구분적용
ㅇ 시장구분명 ‘거래소/코스닥증권’ →
‘유가증권/코스닥’으로 업데이트

유가증권
주요주가지수
유가증권 배당수익률
유가증권
주가이익비율 (PER)
유가증권
주가순자산비율 (PBR)

세부구성항목 중 주가평균 3개 제외
종목별 가격수준이 제각기 형성되어 평균수치의 통계적
유용성이 낮은 점 고려

-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ODI ~ 배당지수)
참고로 관련 신규지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제공중이며, 향후 반영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추가
예정

ㅇ
-

최근 미제공중이나, 제공가능한 항목을 테이블 수정하여 제공
- 한국거래소 규정변경으로 집계중단된 '차익거래잔고'는 표출
유가증권
40 프로그램매매 거래량
제외
코스닥
프로그램매매
ㅇ 시장 총거래량/거래대금의 경우, 여타 통계 항목에서
74
거래량
제공중인 점 고려하여 제외
ㅇ '코스피 산업별 투자지표'로 통계항목명 변경
- 산업내 종목 평균이 아닌 산업별지수의 투자지표인 점 고려
유가증권 산업별
ㅇ
‘주가순자산비율(PBR)’ 추가하여 산업별 투자지표 3개 항목
50
배당수익률 및
주가이익비율
표출
ㅇ 맨뒤에 ‘제조업’ 항목 맨앞으로 이동하여 구성순서
변경
코스닥 주요주가지수 등 ㅇ 소속부별 지수 4종 한글명 표시 및 1차구분으로 ‘소속부별'
4항목
표시
63 코스닥 주요주가지수
* Prime/Venture/Standard/Growth Index →
69 코스닥 배당수익률
우량기업부/벤처기업부/중견기업부/기술성장기업부
70 코스닥 주가이익비율
(PER)
ㅇ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OSTAR,
코스닥
코스닥프리미어 지수)
71 주가순자산비율 (PBR)
ㅇ 전체 합계(종목수,상장잔액,거래대금 등)에
81
상장채권 총괄
외국채(해외기관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반영하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제공 통계와 일치화

프로그램매매 거래량 2항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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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항목
82

채권 거래실적

84

국채 거래현황

86

전환사채 가격지표

87

종류별 채권 상장현황

파생상품 총괄 2항목
89

주가지수상품 총괄

90

주식상품총괄

101

미국달러 선물 투자자별
거래실적

104

주식 옵션 거래실적

세부변경사항
ㅇ 채권종류별 거래실적(국공채/일반채) 대체하여 시장별
거래실적(국채전문/일반채권/소액채권/신고매매) 표출
- 상장채권 총괄 통계에서 종류별 거래실적 제공하는 점 고려
ㅇ 전체 합계 및 일평균/최대/최소에 외국채(해외기관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거래분까지 반영
ㅇ 만기별 거래량/거래대금 산출시 해당 만기
지표종목(대표종목)만 포함하고 경과종목(발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잔여만기 축소) 제외
- 대표종목별 거래량만 제공하므로, 전체 ‘합계’ 컬럼
제외
- 국채거래 가운데 일정비중 차지하는 ‘물가10년’ 채권 항목
추가
ㅇ '국채지표종목 거래실적'으로 통계항목명 변경
ㅇ 활용도 낮은 월평균 채권가격 제외하고, 월평균
채권수익률만 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상세 표시
ㅇ 패리티 범위별 ‘거래종목수’(가격이 0이 아닌 종목수)
세부항목 추가
- 패리티가격평균은 전체 전환사채 종목에 대한 지표,
단순가격평균은 거래발생하여 가격형성된 종목에 대한
지표인 점 반영
- ‘구성비’ 세부항목 삭제
ㅇ 채권 분류 카테고리 세부항목 업데이트
- 무보증/보증/담보부 하부분류에 정부보증, 커버드본드 추가
ㅇ 관련 파생상품 합산통계(계약수/거래대금/미결제약정
등)를 선물합계/옵션합계 구분하여 표출
- 선물 거래규모의 경우 명목계약금액이나, 옵션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거래금액으로서 구분 제공할 필요성 고려
ㅇ 야간시장 거래실적 추가 반영
- 코스피 200 선물 투자자별 거래실적과 같이 테이블 포맷 수정
ㅇ 최근 미제공하는 ‘권리행사’ 관련 3개 세부항목 표출
제외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지수,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채권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통계작성대상: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 – 주요주가지수 포함),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개별 통계항목 121종
○ 코넥스시장, 증권상품(ETF/ETN/ELW), 파생상품시장 신규상품, 일반상품(석유/금/배출
권)에 대한 월/연도별 주요 통계항목의 추가 작성을 검토하고 있음 (2018년중)
- 더불어 기존 통계항목 가운데 미사용통계 및 일부 과다표출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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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 보완 방법
-

보고양식 변경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담당자(통계정보팀)가 자체적으로 보고양식(통계작성
대상) 신규/변경사항을 정의하거나, 특정 시장관리팀의 개발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보고
양식 신설/변경
○ 내부 IT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통계간행물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양식 변경일정 수립
- 통계청 통계조정과 측에 개별문의 결과, 우선 통계작성기관 측에서 자체적인 개발일정을
수립하되 최종반영시점에 앞서 최소 2주전 변경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진
행하는 것으로 확인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보고양식(통계작성대상)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후 변경승인 신청 진행
(

3 통계작성 개편

□ 통계 개편을 위해 문서화한 내용

○ 2017년 한국거래소 통계정보팀 신설에 따라 한국거래소 통계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
편사항을 “통계간행물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로 문서화
년중 검토사항 요약 >

< 2017

통계간행물별 발간 현황 및 문제점
□ [증권시장지]
ㅇ (현황) KRX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 동향 등 일간 종합정보를 익일
증권시장지 발간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시장별 메뉴 및 거래실적, 시세표 등 포괄적 메뉴
형식으로 나뉘어 정보 제공
ㅇ (비체계적 컨텐츠) 일간 시장통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별
메뉴 및 통계항목별 메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체계성 부족
ㅇ (비정합성) 일별 자동생성 데이터에 대한 단순 반복적 데이터 업로드 및 정기적
정합성 검증 부재에 따른 오류사항 발생
□ [월간/연간 통계간행물]
ㅇ (현황) KRX 홈페이지에 증권·파생상품시장 주요 통계항목(월간 157종, 연간
179종)을 전자간행물(PDF)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
* 해당 월간/연간 통계는 한국거래소가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
- 주식시장 총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다수의 개별 통계항목들로 구성
ㅇ (비정합성/신규통계 미반영) 전체 컨텐츠 구성 및 산출기준이 시장정보 컨텐츠와
불일치하며, 다수의 신규개설 시장 통계 미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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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간행물별 개선방안
□ [증권시장지]
ㅇ (시장별 그룹화) 시장별 및 포괄적 메뉴로 혼재된 컨텐츠 구성을 시장별 그룹화
구조로 개편하여 관리체계 효율성 제고
- KRX 홈페이지 전체 통계정보 메뉴 구성 일관성 강화를 통해 외부이용자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투자자별 거래실적, 공시 및 안내 메뉴를 각 시장별로 분리하여 시장별 하위
메뉴로 이동
- 전체 150개 구성화면의 배치순서 조정 및 세부 변경사항 반영
□ [월간/연간 통계간행물]
ㅇ (시장별 통계정보 일원화) KRX 홈페이지 시장정보 및 증권시장지 개선안과 일관된
컨텐츠 구조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신규 통계항목 추가, 수정 및 세부메뉴 재구성
- 통계청 제공 통계항목(KOSIS 포털 제공) 변경 및 해당 통계항목과 월간
통계간행물 간 정보 일치화 추진
- KRX 홈페이지 통계간행물 제공형식 변경
2.

추진 계획(안)
□ [통계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ㅇ KRX 홈페이지 개편 진행일정(2017년 하반기)에 맞추어 통계간행물 개선(안) 반영
ㅇ 통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8년~2019년)시 통계간행물 등 통계정보 이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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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흐름도

○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계정보 수집 체계
- 정보분배시스템(지수산출 등), 매매지원시스템(현물/파생/채권시장 등 처리호가, 체결결
과, 장운영정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매/시세 정보를 취합
- 시장정보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 내부 사용자를 위한 증권-파생상품 시장정보 및 여타
시장관리시스템에 활용되는 시세 및 통계 가공정보를 생성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수집 및 전송 체계
- 통계청에 제공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의 경우, 시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통계간행물
시스템에서 월별/연도별 합산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에 적재
- 한국거래소 매매 관련 지원시스템(각 시장별) → 시장정보시스템(매매-체결 데이터 취합
및 시장별 통계 산출) → 통계간행물시스템(월별 PDF 전자간행물 출판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포맷 관리)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월별 자동적재 → 통계담당자 전송 처리
○ KRX 통계간행물 정보를 자동수집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청으로 전송
* 본소는 내부적으로 자체 통계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자동 추출 과정을 통하여
통계청으로 전송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계청 통합DB로 적재
구분

2. 데이터 변환

전송 처리 절차
• 통계청에서 제시한 표준포맷(4개 테이블로 구성)형태로 가공 및
변환하여 적재
• 표준포맷 테이블의 데이터를 XML파일로 변환

3. 데이터 전송

• 통계청 연계서버로 전송

4. 통계청 데이터 표출

• 통계청은 전송되어진 통계데이터를 변환 과정 없이 통합DB에 적재하고
통계포털을 통하여 통계데이터를 제공

1. 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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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보고자 등록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자료집계 과정
(

)

,

,

○ 한국거래소에서는 매일 대규모의 시세 및 통계정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송
과정이 각 시장 최초 개설시점부터 대부분 자동화되도록 설계됨
- 통계 오류점검 등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각 시장관리팀과 통계정보팀이 공동으로 담당
- 통계청 제공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및 관련 통계간행물에 대해서는 통계정보팀에서 매
월 시장별 통계 일괄전송 및 처리 중간과정 모니터링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으로의 적재 과정이 정상처리되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자료수집 및 작성에 대한 정기교육 및 교육자료

○ 매년초 신규 보고담당자(통계정보팀 팀원) 대상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시스템 및 통계간행
물시스템 통계자료 수집 관련 정기교육 실시 (1~2시간 과정)
- 자료수집체계 점검 회의시(4/13) 별도 제공한 설명자료와 유사한 포맷
○ 한국거래소 통계정보팀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작성 및 통계청 데
이터 전송 과정에 대한 담당자 업무 정리
- 매뉴얼 중 일부
1.

통계청 KOSIS 관리

내 한국거래소 통계 위치
ㅇ http://www.kosis.kr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금융기관 > 한국거래소
>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

□ KOSIS

통계자료 업데이트(매월 두 번째 토요일 이후) : 121종 통계
① IT외주 쪽에서 그 달에 보낼 통계 데이터를 통계청 프로그램에 올려놓음
② 통계정보팀 담당자가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을 통해 수동 전송
③ 통계청에서 자료 검수 후 KOSIS에서 데이터 조회 가능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ACS) 접속(통계청 연락처: 042-471-2155)
* 전송 데이터는 통계정보원 측에서 처리 담당(전송 확인 연락처: 070-7865-9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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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후 수동전송 > 통계표목록 전체 선택 > 전송버튼 클릭
- 로그관리 > 로그상세정보에서 전송여부가 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송실패여부 확인
- 시장정보시스템 > 60360화면에서 데이터 검증
-

국가승인통계 변경신청
ㅇ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로 분류됨
ㅇ 새로운 시장/상품이 개설되어 통계간행물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
계청의 승인을 받아야함(통계법)
ㅇ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 KOSIS에 전송하는 통계를 변경개발해야함

□

통계정책관리 - 자체통계품질진단 등
□ 통계청에서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계제출기관이 성실하게 통계
를 작성하도록 관리함
2.

관련일정
① 3월: 진단계획 작성
② 6월 또는 9월: 통계담당자 워크샵
③ 12월 통계품질진단(책임관결재)

□

접속방법
ㅇ 나라통계 : http://www.narastat.kr/

□

기타 통계청/통계정보원 협조
□ 통계청 통계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ㅇ 통계청 측 안내메일 및 공문 수신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통계실무자 ID로 로그인
- 초기화면 좌측 메뉴 중 ‘통계정책관리 시스템’ 선택하여 이동
- ‘정책지원서비스-통계책임관관리’ 화면에서 기관명 한국거래소로 검색
- 한국거래소 선택후 ‘수정’ 버튼 클릭하면, 통계책임관(담당 상무) 및 실무담당자
(통계정보팀 팀원) 정보 입력하여 수정 요청 가능
□ 통계 작성담당자 지정
ㅇ KOSIS 자료문의 연락처 업데이트
- ‘정책지원서비스-승인통계검색’ 화면에서 기관명 한국거래소로 검색
- 통계명(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선택후 기관정보에 작성담당자(통계정보팀 팀원) 및
연락처 정보 수정 가능
□ 통계정보원 요청처리
ㅇ 통계정보원에서는 KOSIS 통계주석의 영문번역 또는 오타수정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경
우가 있으며, 요청사항을 처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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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계간행물 관리
시장정보시스템 > 통계보고서정보 > 통계간행물관리 (화면번호 : 60301~ 60352)의 내용을
통계간행물로 게시하며, 통계간행물의 컨텐츠를 수정하려면 시장정보시스템의 해당화
면을 수정해야함

통계간행물 업무 구분
ㅇ (월별 ) 통계간행물 : 157종 통계
- 각 시장별 통계항목에 대한 PDF파일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 매 월 20일 이전 ITSM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ㅇ (분기별 ) Market지
- 통계간행물 중 일부를 정기발행물인 Market지 뒤편에 첨부
- 1, 4, 7, 10월의 5일까지 Market지 담당자(조사연구단)에게 자료 전달
ㅇ (연도별 ) 통계연보
- 매년 직전연도에 대한 연간통계 ITSM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연중 임의의 시점에 업로드)

□

□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 예외적으로 통계수치 상의 의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한국거래소 내부 담당자들이 활용하는 시장정보시스템 통계 화면 또는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는 통계수치와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처리 여부 즉시 검토
○ 통계표 포맷 상의 의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마찬가지로 시장정보시스템 또는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 화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포맷 수정이 필요할시 통계청과 변경승인 협의 진행

3. 현장관리

□ 통계작성 개선대상 축적 및 관리 방법

○ 통계청에 제공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세부항목 포맷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와 불일치한 부분을 파악하여 일관되도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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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개선대상 예시
구분

현행
ㅇ 지수 등락폭/등락률이 연초 시가
대비로 산정됨
ㅇ 일부 산출 종료된 지수 표출중
지수 - KRX SRI, GREEN 지수
- KODI
- KOSTAR, 코스닥프리미어
ㅇ KRX 섹터지수 17개 중 일부 생략

투자자별 거래실적 간행물에서 각
유형별 상세추이 제공하나,
인쇄분량 과대 (전체 시장 공통)
주식 ㅇ 투자자별 거래실적의 투자자구분
(총괄 )
명칭이 일부 부정확
ㅇ 주식투자인구/소유분포 관련 4개
항목 2014년 이후 미집계 (투자자
개인정보 수집 제약)
ㅇ

일부 영문화면명 ‘Stock
Market’으로 표출
주식 ㅇ 최근 프로그램매매 거래실적 통계
(유가
미제공중 (코스닥 공통)
증권) ㅇ 산업별 통계항목 가운데
산업별지수 투자지표 포함
ㅇ

주식
(코넥
스)

ㅇ

시장통계 미제공

상장현황/거래실적 전체 합계
산출시 원화표시외국채권 제외
ㅇ 채권 거래실적에서
국채/일반채권으로 구분
ㅇ 국채 만기별 거래실적/수익률
채권
산출시, 지표종목 외에 경과종목
포함 및 10년물에 물가채권 포함
ㅇ 수익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ㅇ 최근 전환사채 종목수 및
상장잔액이 시장정보(40101 화면)
대비 2배로 표시됨
ㅇ

ㅇ KRX

관련 시장통계 미제공중

섹터지수 17개 전부 표출

통계간행물 PDF에는 해당월
투자자별 거래실적만 제공
ㅇ KRX 홈페이지 시장정보 화면과
동일한 투자자구분 명칭 적용
ㅇ 해당 통계항목 제외 또는 산출
가능여부 검토
ㅇ

으로 수정
ㅇ 최근 미집계하는 차익거래잔고
제외하되, 거래량/거래대금 표출
ㅇ 산업별지수 투자지표는 산업별
누적 통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수 메뉴로 이동
ㅇ 'KOSPI Market'

ㅇ

ㅇ

증권
상품

개선안
ㅇ 전년말 종가 대비로 수정
ㅇ 해당 지수 표출 제외

상장현황, 거래실적 주요통계 제공

홈페이지 등과의 일관성
고려하여 원화표시외국채권 포함
ㅇ 채권시장별 거래실적 표시
ㅇ 경과종목 제외한 지표종목의
거래실적/수익률 표출 및 물가채권
별도 항목으로 표출
ㅇ 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ㅇ 산출과정 확인하여 일치화
ㅇ KRX

ㅇ ETF/ETN/E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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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계 제공 검토

구분

현행

개선안

기초자산 카테고리별 총괄
화면에서 선물-옵션 거래대금
합산 표시
ㅇ 미국달러선물 및 통화기타선물
합계에 야간시장 미합산
(코스피200선물은 정규+야간 합산
표시)
파생 ㅇ 상품별
거래실적 화면 구성에 차이
상품
ㅇ 일부 파생상품 통계 미제공
ㅇ

일반
상품

*

ㅇ

시장통계 미제공

선물은 명목계약금액, 옵션은
프리미엄 거래대금인 점 고려하여
별도 구분 표시
ㅇ 달러선물 야간시장 합산하여 산출
ㅇ

전체/투자자별 거래실적으로
구성하고, 종목별/일별 등 상세
항목 제외
ㅇ 파생상품 시장통계 추가 검토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5년/10년국채선물,
달러플렉스선물, 달러옵션,
위안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ㅇ

ㅇ

석유/금/배출권 시장통계 제공 검토

위의 개선 검토사항 중 일부를 2017.12월 변경승인 협의를 통해 반영하였으며,
2018년중 신규 통계항목 추가 등에 대한 변경승인 협의 추진 예정

□ 보고 완료시점 준수를 위한 업무절차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담당자(거래소 통계정보팀)가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을 통해 매
월 전송 처리
- 한국거래소 IT담당자가 그 달에 전송할 통계 데이터를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미리 통
계청 자동수집시스템 프로그램에 올려놓음
○ 해당월 통계정보팀 담당자의 전송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IT담당자 측에서 확인하여
보고 완료시점에 앞서 전송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응답 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
-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대부분의 세부항목은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장에서 산출된 내
부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집계과정을 통해 산출하므로, 조사 응답 과
정에서의 오류는 해당 사항이 없음
○ 다만, 통계수치 산출시 본연의 집계방식과 다른 세부로직 적용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당 오류처리에 대한 변경개발사항을 개별 건별로
축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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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 통계작성을 위한 원래 수집목적의 기초자료 이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작성

□ 통계작성시 추가 행정자료 활용 여부 해당 없음
: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으로부터 산출된 기
초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되며, 추가로 다른 행정자료가 반영되는 부분은 없음
○ 행정자료 외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일부 반영되는 경우는 존재
- 주식시장 상장기업 재무통계의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재무제표 자료를 전체 합
산 또는 업종별 합산하여 제공
- 2013년 이전까지 주식투자인구 및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등 세부통계 항목은 한국거래
소가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기관의 주주정보 자료를 협조받아 매연도말 기준으
로 집계한 바 있음. 2014년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자 상세정보 취득
제한으로 인해 관련 기초자료 취합 및 세부통계항목 산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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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코드 체계 및 코딩 부호화 방법 내용
(

)

,

○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코드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파
생상품시장통계와 관련된 코드 체계 가운데 외부 공개중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시장구분 및 기초자산유형(파생상품) 관련 코드
코드명
코드영문명 코드값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4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2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S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0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B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6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3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5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1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R
시장구분코드
MKT_TP_CD
K
코드명
기초자산유형코드
기초자산유형코드
기초자산유형코드
기초자산유형코드
기초자산유형코드
기초자산유형코드

-

코드영문명
ULY_TP_CD
ULY_TP_CD
ULY_TP_CD
ULY_TP_CD
ULY_TP_CD
ULY_TP_CD

코드값
BON
COM
IRT
EQU
IDX
CUR

시장세션 및 체결유형 관련 코드
코드명
코드영문명 코드값
장상태구분코드 MKTSTAT_TP_CD 00
장상태구분코드 MKTSTAT_TP_CD 10
장상태구분코드 MKTSTAT_TP_CD 11
장상태구분코드 MKTSTAT_TP_CD 20
장상태구분코드 MKTSTAT_TP_C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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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명
상품파생
코스닥
소액채권
해당없음
일반채권
코넥스
상장주식파생
일반상품
유가증권
REPO
KTS
코드값명
채권(Bond)
일반상품(Commodity)
금리(Interest Rates)
주권(Equity)
지수(Index)
통화(Currency)
코드값명
초기(장개시전)
시가단일가
시가단일가연장
장중단일가
장중단일가연장

코드명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장상태구분코드
코드명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정규시간외구분코드

코드값
코드값명
MKTSTAT_TP_CD
30
종가단일가
MKTSTAT_TP_CD
40
접속
MKTSTAT_TP_CD
50
장개시전시간외
MKTSTAT_TP_CD
60
장종료후시간외접수
MKTSTAT_TP_CD
65
장종료후시간외
MKTSTAT_TP_CD
70
시간외단일가
MKTSTAT_TP_CD
80
단위매매체결
MKTSTAT_TP_CD
90
거래정지
MKTSTAT_TP_CD
99
장마감
코드영문명
코드값
코드값명
REGUL_OFFHR_TP_CD 1
정규장
REGUL_OFFHR_TP_CD 2
장개시전 시간외
REGUL_OFFHR_TP_CD 3
장종료후 시간외종가
REGUL_OFFHR_TP_CD 4
장종료후 시간외단일가
REGUL_OFFHR_TP_CD 5
장종료후 시간외
REGUL_OFFHR_TP_CD 6
CME 연계 글로벌시장

코드명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대량매매구분코드

코드영문명 코드값
BLKTRD_TP_CD 0
BLKTRD_TP_CD 1
BLKTRD_TP_CD 2
BLKTRD_TP_CD 3
BLKTRD_TP_CD 4
BLKTRD_TP_CD 5
BLKTRD_TP_CD 6
BLKTRD_TP_CD 7

코드명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코드영문명

코드영문명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코드값
10
11
20
21
30
40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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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명
일반
대량
바스켓
협의대량
EFP
FLEX
협의거래
경쟁대량
코드값명
시가단일가
시가단일가연장
장중단일가
장중단일가연장
종가단일가
접속
장중대량
장중바스켓
협의대량
EFP

코드명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체결유형코드
-

투자자구분 관련 코드
코드명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투자자구분코드
코드명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외국인투자자구분코드

코드영문명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TRD_TP_CD

코드값
45
46
47
50
51
52
53
60
61
62
65
70
80

코드영문명 코드값
INVST_TP_CD 1000
INVST_TP_CD 2000
INVST_TP_CD 3000
INVST_TP_CD 3100
INVST_TP_CD 4000
INVST_TP_CD 5000
INVST_TP_CD 6000
INVST_TP_CD 7000
INVST_TP_CD 7100
INVST_TP_CD 8000
INVST_TP_CD 9000
INVST_TP_CD 9001
코드영문명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FORNINVST_TP_CD

코드값
0
10
11
22
20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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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값명
FLEX
협의거래
장중경쟁대량
장개시전시간외종가
장개시전시간외대량
장개시전시간외바스켓
장개시전경쟁대량
장종료후시간외종가개시
장종료후시간외대량
장종료후시간외바스켓
장종료후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단위매매체결
코드값명
증권회사및선물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및투자회사
사모펀드
은행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
연금,기금및공제회
국가,지방자치단체및국제기구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기타외국인
코드값명
외국인아님
외국인(거주)
ID있는외국인 (거주)
ID없는외국인 (비거주)
외국인(비거주)
ID있는외국인 (비거주)
ID없는외국인 (거주)

□ 자료입력 및 처리 체계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수집 및 전송 체계
- 통계청에 제공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의 경우, 시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통계간행물
시스템에서 월별/연도별 합산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에 적재
- 한국거래소 매매 관련 지원시스템(각 시장별) → 시장정보시스템(매매-체결 데이터 취합
및 시장별 통계 산출) → 통계간행물시스템(월별 PDF 전자간행물 출판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포맷 관리)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월별 자동적재 → 통계담당자 전송 처리

○ KRX 통계간행물 정보를 자동수집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청으로 전송
* 본소는 내부적으로 자체 통계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자동 추출 과정을 통하여
통계청으로 전송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계청 통합DB로 적재
구분
1. 데이터 생성
2. 데이터 변환

전송 처리 절차
• 통계청에서 제시한 표준포맷(4개 테이블로 구성)형태로 가공 및 변환하여 적재
• 표준포맷 테이블의 데이터를 XML파일로 변환

3. 데이터 전송

• 통계청 연계서버로 전송

4. 통계청 데이터 표출

• 통계청은 전송되어진 통계데이터를 변환 과정 없이 통합DB에 적재하고
통계포털을 통하여 통계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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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내검

□ 보고 단계별 자료내검 및 시스템 구축 사항

○ 기초자료 취합 단계 ~ 한국거래소에서는 매일 대규모의 시세 및 통계정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송과정이 각 시장 최초 개설시점부터 대부분 자동화되도록 설계됨
- 여타 통계작성기관이 기초데이터 수기입력 작업을 일부 포함하거나 외부기관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합산하는 것과는 달리, 본소의 경우 매월 (1)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체계적인 내부 시장데이터를 토대로 한 (2) 자동화된 통계산출 프로세스를 통해 통계를 산출
○ 통계검증 화면 ~ 보고통계 세부항목 가공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시장정보
시스템 상의 통계검증용 조회 화면

-

매월의 통계가공 과정(수치연산 등)이 이미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
당 화면에서 오류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며, 통계가공 프로세스 신규/변경개발시 세부
적인 테스트를 거치므로 해당 검증 화면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음

○ 통계청 자료전송 단계 ~ 통계청 제공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및 관련 통계간행물에 대해
서는 통계정보팀에서 매월 시장별 통계 일괄전송 및 처리 중간과정 모니터링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으로의 적재 과정이 정상처리되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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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입력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방법

○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파트에서 설명된 연초 교육과정 및 매뉴얼과 일치

3. 무응답

□ 주요 항목의 무응답률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작성시 별도의 외부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한국거래
소가 직접 관리하는 시장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통계를 산출하므로 무
응답 해당사항 없음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 기준

○ 통계청 제공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가운데 한국거래소 각 시장관리 담당팀의 검토를 거
친 내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는 대부분의 항목은 가공과정에서 별도의 이상치 처
리를 요하지 않음
- 다만 주식시장 개별 종목의 투자지표(주가이익비율 등) 또는 상장기업 전반의 재무통계
(배당성향 등)와 같이 외부 재무제표 자료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적자 기업
을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과치의 이상치가 표출될 가능성을 방지함

- 34 -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통계표 그래프의 해석방법 안내
,

○ 매년 한국거래소 각 시장관리 담당팀에서 공표하는 연말결산 보도자료, 홍보팀에서 수시
로 외부 안내하는 통계자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관리 담당팀에서 제공하는 별도 보도
자료 등에서 주요 통계의 해석 및 시장동향 전반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예시) 2017년 12월에 공표된 유가증권시장 연말 결산 보도자료

(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 상승률(+21.8%) 달성
지수 : ( ) 2,026p(1/2) (최고) 2,557p(11/3) (최저) 2,026p(1/2) ( ) 2,467p(12/28)
시가총액(연말) : 1,606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기준)
거래대금(일평균) : 5.3조원으로 2년 만에 증가세 전환
 (지수) KOSPI(+21.8%) 사상 최고치 기록, 3년째 상승, 해외증시 대비 강세
(지수 등락) ‘10년(+21.9%) 이후, 7년 만에 최대 상승(+21.8%)
※ 금년 코스닥 지수(798.4p)는 26.4% 급등하며 ‘99년 이후 최고치 기록( 기준)
(대형주 주도) 대형주 2년 연속 강세 (대형주 +24.6% > 중형주 +9.8% > 소형주 -1.0%)
* '16년 상승률 : 대형주 +5.7% > 소형주 +0.4% > 중형주 -7.5%
 전기전자, 금융, 화학 등 실적개선세가 부각된 대형 경기민감주가 주도
(해외 비교) KOSPI 상승률은 G20국가 중 6위 로 큰 폭으로 개선(전년 14위)
 금년 들어 G20 중 12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KOSPI 상승률은 6위로
서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 기록
< 2017년 G20 국가 대표지수 등락률 순위 (단위 : %, 12/27일 기준) >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아르헨
터키 +27.4
인도 브라질
미국 +20.2
한국 +19.9
일본 +18.5
인니 남아공
+72.6 +43.5
+26.3 +25.4
+16.2 이태리
+15.4
 KOSPI,
ㅇ

年中

年初

年末

ㅇ

年末

ㅇ

ㅇ

年末

*

ㅇ

*

ㅇ

상승배경) 글로벌 경기 개선세에 기반한 수출증가 와 국내기업의 실적호조 등에
따른 양호한 증시 펀더멘털 부각
* '17년 수출(1~11월) :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16.5%) ☞ '15년 -8.0%, '16년 -5.9%
*

※ (

시가총액) KOSPI 1,606조원, 전년(1,308조원) 대비 +298조원 증가
대형주 강세, 대형기업 IPO 지속 등으로 최초로 1,600조원대 진입
 (대형주 강세) 대형주 시총(비중) 은 1,253조원(78.0%)으로 전년 대비 244조원(+0.9%p) 증
가한 반면, 중 소형주 비중은 각각 1.5%p, 0.6%p 감소
* 삼성전자(329조원, +75.5조원)는 금년 KOSPI 시총 증가분(+298조원)의 25.3% 차지

 (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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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구분

大․中․小

업종별 시가총액(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대형주

‘16년
2017년

1,008.4(77.1)
1,252.8(78.0)

중형주

소형주

166.2(12.7)
180.5(11.2)

60.7(4.6)
63.5(4.0)

대형사 IPO) 넷마블게임즈(시총 16.0조원) 및 아이엔지생명(4.4조원) 등 대형기업 IPO 지
속 ☞ '17년 공모규모(4.4조원)는 ‘10년(8.7조원) 이후 최대
 (일평균 거래) 거래대금(5.3조원), 거래량(3.4억주)
(거래대금) 5.33조원으로 작년 4.52조원 대비 0.81조원 증가(+17.9%)
(거래량) 금년 3.4억주로서 전년도 3.8억주에서 9.0% 감소
⇒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대금은 증가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
* 시총규모별 일평균 거래량 증가(%) : (대형주) +29.6% (중형주) -10.0% (소형주) -17.2%
 (

ㅇ
ㅇ

업종별 등락률) 실적개선 대형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상승
KOSPI 산업별 지수(21개) 중 의약품(+62.9%), 전기전자(+45.4%) 및 증권(+27.7%) 등 16개
업종지수는 상승하고 종이목재(-17.6%), 전기가스(-11.7%) 등 5개 업종은 하락
글로벌 경기개선 및 수출증가 등으로 전기전자 등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 반면 실
적부담 업종은 약세

 (
ㅇ

ㅇ

투자자별) 2년 연속 외국인(+6.6조원) 순매수 vs. 기관(△2.4조원) 개인(△9.3조원) 순매도
외국인은 2년 연속 순매수(2017년 +6.6조원, ’16년 +11.3조원)하며 시장상승을 주도한 반
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년 및 9년째 순매도
 (외국인) 금융업(+5.2조원), 서비스업(+3.0조원), 화학(+1.7조원)업종 중심으로 순매수, 반
면 전기전자업종은 △7.5조원 순매도
 (기관) 전기전자업종(△2.5조원), 운수장비(△0.9조원) 등 중심으로순매도, 반면 서비스업
(+1.2조원), 의약품(+1.0조원) 등 순매수
* 금융투자(+12.3조원) 및 연기금(+3.1조원) 등은 각각 전기전자(+4.9조원) 및 서비
스업(+1.6조원) 등 중심으로 순매수
 (개인) 금융업(△3.4조원), 서비스업(△2.7조원) 등 중심으로 순매도, 반면 전기전자(+1.6조
원), 전기가스(+0.5조원) 등 순매수
 (신규상장) 2016년 18 (공모금액 4.3조원) → 2017년 21 (공모금액 4.4조원)
대형 우량기업 상장 및 대기업(롯데, 현대중공업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 재상
장 활성화 등으로 신규상장기업수(분할재상장 포함) 증가
공모금액(4.4조원)은 '10년(8.7조원) 이후 최대 기록(역대 2위 규모)
 (증시자금) 국내 주식형펀드는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57.8조원, +1.9조원), 고객예탁금은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5년 연속 증가
국내 주식형펀드(설정원본) : (2016년) 55.9조원 → (2017년) 57.8조원, (+1.9조원)
고객예탁금
: (2016년) 21.8조원 → (2017년) 26.2조원, (+4.4조원)
 (

․

ㅇ

社

社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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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기간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기간: 매월 (전월말 기준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공표)
○ 공표시기: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세부항목 대부분의 전월말 기준 확정치를 익월중 통계
청 자동수집시스템을 통해 전송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간행물 형식으로 제공
- 작성기준시점과 통계결과 공표일간 시차: 평균 12일 수준
- 세부통계항목 가운데 채권 상장잔액의 경우는 월말 기준 확정치가 익월 중순 이후에 집
계되므로 익월 통계공표시에는 잠정치를 공표하며, 그로부터 1개월후 통계 공표시점에
이전의 잠정치를 확정치로 업데이트함

2-2 공표일정

□ 최근 공표시기 및 공표방법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관련 월간 간행물의 경우, 매월 12일경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제
공됨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ACS)을 통한 전송을 위해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데이터적재가 이
루어지며 그 다음주 중 전송처리를 완료하나, KOSIS 포털 상의 데이터 표출에 앞서 통
계청 및 통계정보원의 처리기간이 일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

○ 최근 통계간행물 공표의 지연없이 매월 12일경 이전에 이루어져 사전 일정안내 관련하여
외부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사례는 없었으나,
○ 직전년도 통계청 자체품질진단시 개선과제 등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통계간행
물 제공 화면에 예상 통계공표시점(매월 12일경)의 표현을 명시할 예정
- 반영 대상 홈페이지 화면
시장정보>온라인간행물>통계간행물(월간) 메뉴내 각 화면
(현재 주식(총괄), 주식(유가증권), 주식(코스닥), 채권, 파생상품 등 5개로 구분됨)
관련 URL: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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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의 일관성 유지 여부
,

,

,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구성항목들의 전반적인 개념,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은 과거 2009
년의 증권통계, 선물시장통계 통합 정비 이후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최근 2017년중 통계청 KOSIS 포털에 제공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및 관련 통
계간행물의 세부항목 포맷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자체적인 채널을 통해 관리되는 통
계 포맷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바 있음
통계항목
투자자별 거래실적 관련
11항목
KRX
4
5
6
7

주요주가지수 등
4항목

KRX 주요주가지수
KRX 주가이익비율

(PER)
KRX 주가순자산비율
(PBR)
KRX 배당수익률

KRX 100

등 개별지수 관련
4항목

8
25
26
62

KRX 100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지수

10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시가총액 기준)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2항목
14
53

유가증권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코스닥 산업별
상장주식 총괄

세부변경사항
ㅇ 투자자구분 항목 중 자산운용사→투신(투자신탁) 으로 변경
- 본소 홈페이지 제공 통계자료와의 포맷 일치화
- 해당 항목이 자산운용사 고유재산의 거래분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신탁자산 거래분임을 반영
ㅇ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RX SRI 등
3개 지수)
- 참고로 관련 신규지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제공중이며, 향후 반영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추가
예정
ㅇ KRX 섹터지수 17개 중 미반영되었던 5개* 추가
* KRX 경기소비재, KRX 필수소비재, KRX IT소프트웨어,
KRX IT하드웨어, KRX 유틸리티
ㅇ (‘KRX 주요주가지수’ 통계만 해당) 글로벌지수 2개*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주식 반영하며 외국기관과의
공동산출물인 점 고려하여 제외
* S&P/KRX Asia 100, S&P/KRX Exchanges

월간(연간) 등락폭/등락률’ 산정시 월초(연초) 시가
대비에서 전월말(전년말) 종가 대비로 수정
- 월간(연간) 수익률로서 더 통용성이 높으며, 매일의
기준가로서 전일종가 활용함과 일관되는 점 고려
- ‘연월초(시가)’ 지수는 대표성 낮은 점 고려하여 제외
ㅇ 유사 통계항목(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주주수 기준))과
일관되도록 테이블 포맷 수정
- 시장별구분(KRX전체/유가증권/코스닥) 후소유자별구분적용
ㅇ 시장구분명 ‘거래소/코스닥증권’ →
‘유가증권/코스닥’으로 업데이트
ㅇ ‘

ㅇ

세부구성항목 중 주가평균 3개 제외
종목별 가격수준이 제각기 형성되어 평균수치의 통계적
유용성이 낮은 점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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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항목
유가증권 주요주가지수 등
4항목
27
30
31
32

유가증권
주요주가지수
유가증권 배당수익률
유가증권
주가이익비율 (PER)
유가증권
주가순자산비율 (PBR)

세부변경사항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ODI ~ 배당지수)
참고로 관련 신규지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제공중이며, 향후 반영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추가
예정

ㅇ
-

최근 미제공중이나, 제공가능한 항목을 테이블 수정하여 제공
- 한국거래소 규정변경으로 집계중단된 '차익거래잔고'는 표출
유가증권
40 프로그램매매 거래량
제외
ㅇ 시장 총거래량/거래대금의 경우, 여타 통계 항목에서
74 코스닥 프로그램매매
거래량
제공중인 점 고려하여 제외
ㅇ '코스피 산업별 투자지표'로 통계항목명 변경
- 산업내 종목 평균이 아닌 산업별지수의 투자지표인 점 고려
유가증권 산업별
ㅇ ‘주가순자산비율(PBR)’ 추가하여 산업별 투자지표 3개 항목
50
배당수익률 및
주가이익비율
표출
ㅇ 맨뒤에 ‘제조업’ 항목 맨앞으로 이동하여 구성순서
변경
코스닥 주요주가지수 등 ㅇ 소속부별 지수 4종 한글명 표시 및 1차구분으로 ‘소속부별'
4항목
표시
63 코스닥 주요주가지수
* Prime/Venture/Standard/Growth Index →
69 코스닥 배당수익률
우량기업부/벤처기업부/중견기업부/기술성장기업부
코스닥 주가이익비율
70 (PER)
ㅇ 산출종료되어 여타 지수로 대체된 경우 제외(KOSTAR,
71 코스닥
코스닥프리미어 지수)
주가순자산비율 (PBR)
ㅇ 전체 합계(종목수,상장잔액,거래대금 등)에
81
상장채권 총괄
외국채(해외기관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반영하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제공 통계와 일치화
ㅇ 채권종류별 거래실적(국공채/일반채) 대체하여 시장별
거래실적(국채전문/일반채권/소액채권/신고매매) 표출
82
채권 거래실적
- 상장채권 총괄 통계에서 종류별 거래실적 제공하는 점 고려
ㅇ 전체 합계 및 일평균/최대/최소에 외국채(해외기관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거래분까지 반영
ㅇ 만기별 거래량/거래대금 산출시 해당 만기
지표종목(대표종목)만 포함하고 경과종목(발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잔여만기 축소) 제외
- 대표종목별 거래량만 제공하므로, 전체 합계 컬럼 제외
84
국채 거래현황
- 국채거래 가운데 일정비중 차지하는 물가10년 채권 항목 추가
ㅇ '국채지표종목 거래실적'으로 통계항목명 변경
ㅇ 활용도 낮은 월평균 채권가격 제외하고, 월평균
채권수익률만 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상세 표시
ㅇ 패리티 범위별 ‘거래종목수’(가격이 0이 아닌 종목수)
세부항목 추가
- 패리티가격평균은 전체 전환사채 종목에 대한 지표,
86
전환사채 가격지표
단순가격평균은 거래발생하여 가격형성된 종목에 대한
지표인 점 반영
- ‘구성비’ 세부항목 삭제

프로그램매매 거래량 2항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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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항목
87

종류별 채권 상장현황

파생상품 총괄 2항목
89

주가지수상품 총괄

90

주식상품총괄

101

미국달러 선물 투자자별
거래실적

104

주식 옵션 거래실적

세부변경사항
ㅇ 채권 분류 카테고리 세부항목 업데이트
- 무보증/보증/담보부 하부분류에 정부보증, 커버드본드 추가
ㅇ 관련 파생상품 합산통계(계약수/거래대금/미결제약정
등)를 선물합계/옵션합계 구분하여 표출
- 선물 거래규모의 경우 명목계약금액이나, 옵션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거래금액으로서 구분 제공할 필요성 고려
ㅇ 야간시장 거래실적 추가 반영
- 코스피 200 선물 투자자별 거래실적과 같이 테이블 포맷 수정
ㅇ 최근 미제공하는 ‘권리행사’ 관련 3개 세부항목 표출
제외

□ 변경전후 비교분석 결과 예시

○ “상장채권 총괄”의 경우, 외국채(해외기관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부분의 상장금액을 추
가 합산하고 매월말 상장금액 확정치를 소급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와 일치화되었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제공 채권상장금액 데이터

년 1월말 기준 전체 상장금액: 1,604,647,998백만원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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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전 통계간행물

>

년 1월말 기준 전체 상장금액: 1,603,266,199백만원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데이터와 차이 존재하였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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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통계간행물

>

년 1월말 기준 전체 상장금액: 1,604,647,998백만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수치와 일치함)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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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세부항목 산출 및 공표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경우는 없으며, 아래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서 일부 세부항목의 통계산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 특정 상품 시장의 운영중단 이후 관련 통계를 더 이상 집계 및 공표하지 않는 경우
(예시) 스타지수선물이 코스닥150선물로 대체되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운영이 중단됨
에 따라 관련 통계 또한 산출 중단
- 외부기관 자료를 결합하여 산출되는 세부통계항목이 자료를 협조받을 수 없는 경우
(예시) 주식투자인구 및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등 세부통계 4항목은 2013년 이전까지는
한국거래소가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기관의 주주정보를 협조받아 매연도
말 기준 산출되었음. ’14년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자 상세정보
취득 제한으로 인해 관련 통계의 산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됨.

3-3 국가간 비교성

□ 외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는 금융시장 정책수립, 관리 및 경제동향 전반에 대한 분석의 기반
이 되는 통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출되고 있음
- 세계거래소연맹(WFE): 전세계 각국 한국거래소의 주요 시장통계를 취합하여 월별/연도
별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전세계 한국거래소별 통계로서 몇몇 국가의 통계
가 합산되어 표시되기도 함)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world-exchanges.org/

□ 주요 통계내용의 국가간 비교

○ 한국거래소 홍보 담당팀 등에서 일반투자자 및 언론의 시장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별도 보도자료 형식으로 비정기 제공하고 있음
예시) 2018년 2월중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 국가간 비교 통계

(

제 목 : 세계증시 시가총액 변동 추이
□ ’17년 말 세계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는 85.3조 달러(WFE 통계)
○ 2016년 말(70.0조 달러) 대비 21.83% 증가
□ 2017년 말 KRX 시가총액(코스피, 코스닥 합산)은 상장기업의 실적 호전 및 외국인 매수에 따
른 주가지수 상승(코스피 +21.76%, 코스닥 +26.44%)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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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1조 2,822억 달러) 대비 38.19% 증가한 1조 7,718억 달러를 기록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세계 13위에 해당하여 2016년 말 15위 대비 두 계단(스위스거래
소 호주거래소를 앞지름) 상승
* WFE 기준 KRX 시총 순위 : 14위(2015년 말) → 15위(2016년 말) → 13위(2017년 말)
□ 동기간 대륙별 추세를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25.66%), 유럽(아프리카, 중동 포함) 지역
(+24.04%) 아메리카 지역(+17.84%) 순으로 모두 증가
○ 아메리카 지역은 모든 한국거래소의 시총이 증가하였으며, 미국 실물경기 호조, 기술
주 및 반도체주 상승 등의 영향으로 NASDAQ(+29.05%), NYSE(+12.82%) 시총 증
가가 두드러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시드니거래소(-23.86%)를 제외한 모든 한국거래소의 시총이 증가
하였으며,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인도거래소(+53.26%), 봄베이
거래소(+49.34%)의 시총 증가, 한국 KRX (+38.19%)의 시총 증가가 두드러짐
○ 유럽(아프리카, 중동 포함) 지역도 독일거래소(+31.68%), LSE Group (+28.49%),
Euronext(+26.82%) 등 대부분의 한국거래소의 시총이 증가한 반면, 카타르거래소
(-15.68%) 등 일부 한국거래소의 시총은 감소함
○ 2016
,

세계증시 시가총액 변동추이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 : WFE) 회원거래소의 시가
총액
○ 조사기간 : 2007 년말 ~ 2017 년말
2. 조사 결과
□ 연도별 대륙별 시가총액 및 비중
(단위 : 십억USD, 각 연도말 기준)
1.

○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아프리카-중동 시가총액
구분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합계
2007년
24,320 40.07%
17,799
29.32%
18,579
30.61%
60,698
2008년
13,749 42.44%
9,212
28.43%
9,439
29.13%
32,399
2009년
18,933 40.24%
14,629
31.09%
13,486
28.66%
47,049
2010년
22,173 40.34%
17,435
31.72%
15,362
27.95%
54,969
2011년
19,789 40.89%
14,670
30.31%
13,937
28.80%
48,395
2012년
23,193 42.39%
16,982
31.04%
14,540
26.57%
54,715
2013년
28,299 43.49%
18,521
28.47%
18,245
28.04%
65,065
2014년
30,293 44.49%
21,160
31.07%
16,641
24.44%
68,094
2015년
27,969 41.68%
23,215
34.59%
15,921
23.73%
67,106
2016년
30,990 44.26%
23,054
32.93%
15,972
22.81%
70,015
2017년
36,517
45.17% 28,968
35.83% 19,819
24.00%
85,304
증감률
17.84%
25.66%
24.04%
21.83%
(2016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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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증시 시가총액 현황 (WFE 회원거래소)
(단위 : 백만USD, 2017년말 시가총액순 정렬)

순위

거래소

1
2
3
4
5
6

NYSE
Nasdaq - US
Japan Exchange Group Inc.
Shanghai Stock Exchange
LSE Group
Euronext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Shenzhen Stock Exchange
TMX Group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Limited
BSE India Limited
Deutsche Boerse AG
Korea Exchange
SIX Swiss Exchange
Nasdaq Nordic Exchanges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Johannesburg Stock Exchange
Taiwan Stock Exchange
BM&FBOVESPA S.A.
BME Spanish Exchange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
미국
미국
일본
중국
주1)
주2)
홍콩
중국
캐나다
인도
인도
독일
한국
스위스
주3)
호주
남아공
대만
브라질
스페인

2016

년말

2017

년말

19,573,074
7,779,127
5,061,537
4,103,990
3,467,434
3,463,888

22,081,367
10,039,336
6,222,825
5,089,631
4,455,408
4,392,995

3,193,236

년말대비 시총
증감률 비중주

2016

4)

12.82%
29.05%
22.94%
24.02%
28.49%
26.82%

25.89%
11.77%
7.29%
5.97%
5.22%
5.15%

4,350,515

36.24%

5.10%

3,216,748
2,041,534

3,621,636
2,367,060

12.59%
15.95%

4.25%
2.77%

1,534,268

2,351,462

53.26%

2.76%

1,561,270
1,718,032
1,282,166
1,414,746
1,249,628
1,316,796
958,907
861,861
774,133
705,369

2,331,567
2,262,223
1,771,796
1,686,497
1,533,497
1,508,463
1,230,977
1,073,079
954,715
888,838

49.34%
31.68%
38.19%
19.21%
22.72%
14.56%
28.37%
24.51%
23.33%
26.01%

2.73%
2.65%
2.08%
1.98%
1.80%
1.77%
1.44%
1.26%
1.12%
1.04%

주1) LSE Group : 영국, 이태리 포함
주2) Euronext :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포함
주3) Nasdaq Nordic Exchanges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함
주4) 시총 비중은 2017년말 전 세계 전체 시총 비중 85,304,721백만 USD 대비임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및 제공항목
,

국제기구명

세계거래소연맹 (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제공항목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종목수, 거래대금/거래량,
회전율, 주식발행에 따른 자본유입, 증권화 상품 규모,
ETF 규모, 시장대표지수, 시총상위 대표지수, 채권
상장종목수, 채권 거래규모, 개별주식 파생상품,
주가지수 파생상품, 채권 파생상품, 환율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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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한 조사내용이 포함된 다른 통계 존재 여부

○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거래소 외 여타 기관이 동일한 조
사 내용을 보고하는 통계는 없음

□ 한국거래소 통계컨텐츠 간의 불일치 사항 개선

년 한국거래소 통계컨텐츠 간의 불일치 및 개선필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
으며, 통계청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이외 아래 다른 통계컨텐츠들에 대해서도 구성전
반 및 세부 산출내용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강화할 예정

* 2017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지(일별)* 변경사항
* 한국거래소 매일의 종합적인 시장통계를 전자간행물(PDF 형식)으로 한국거래소 홈페
이지에 제공하며, 과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부터 발간된 공표매체로
서 시세정보, 거래실적, 공시 등 일간 시장정보를 제공
시장별 그룹화 구조) 시장별 및 포괄적 메뉴로 혼재된 컨텐츠 구성을 KRX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일관된 시장별 구조로 개편
ㅇ 시세표 /공시 /대용가격 3개 항목은 일평균 분량이 200페이지 이상이며, 별도 조회수요
가 있는 점 고려하여 개별 메뉴로 유지
< 증권시장지 메뉴 구성안 >

□ (

변경안
지수
주식

현행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채권
증권상품(ETF/ETN/ELW)
파생상품
일반상품
시세표
공시
기타안내
대용가격

←

종합지수
유가증권
주식
코스닥
코넥스
선물옵션개요
투자자별거래실적
채권
시세표
상장주식대용가격
공시 및 안내

투자자별 거래실적, 공시 및 안내 메뉴를 각 시장별로 분리하여 시장별 하위 메뉴로 이동
* 시세표는 시장구분에 무관한 조회수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상위 메뉴에서 유지
- 여러 세부항목으로 분리된 공시 메뉴를 각 시장별 한 화면으로 통합하고, 공시 표
출순서를 중요 공시체계 순으로 조정
ㅇ 전체 150개 세부구성항목의 배치순서 조정 및 세부 변경사항 반영
- 각 시장별 메뉴에서 상장종목수-거래실적-투자자별거래실적-공시 순의 일관된 화면 배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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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는 시장정보 통계* 변경사항
* 각 통계화면 별로 실시간(또는 20분 지연) 현황 및 과거 일별 추이를 제공하며, 증권-파
생상품시장통계를 구성하는 주요 통계항목 외에도 각 시장운영 과정 전반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세부통계 데이터를 제공
각 시장별 통계구성의 일관성 강화) 주요메뉴(시장메뉴)-세부메뉴-개별통계의 3단계
구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컨텐츠 배치순서의 일치도 강화
ㅇ 각 주요메뉴 내에서 종목시세-상장현황-거래실적-투자참고의 순서로 컨텐츠 배치

□ (

통계별 세부사항 변경) 외부이용자 화면 탐색의 편의성 높이고 각 메뉴간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통계별 세부포맷 및 명칭 변경
< 통계컨텐츠 세부메뉴 구성안 >

□ (

변경안

현행

주가지수

국내지수

(KRX, KOSPI, KOSDAQ 시리즈)

지수

채권지수
지수

파생상품지수

주식

상품지수

글로벌지수

종목시세

채권지수

상장현황

종목

거래실적
주식

투자참고
월별추이
종목시세(일반채권시장)
종목시세(소액채권시장)
상장현황

채권

←

거래실적

거래통계
(개별화면)

파생상품

선물
옵션
EUREX통계
ETF

ETF/ETN/ELW

ETN

ETN
ELW

종목시세
거래실적
투자참고
석유
일반상품

상장통계

월별추이

ELW
파생상품

시장

투자참고
ETF
증권상품

유동성지표
투자참고

종목시세(국채전문유통시장)

채권

(KRX, KOSPI,
KOSDAQ, 파생기타,
상품 포함)

금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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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

○ 직전 항목의 증권시장지(일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시장정보 통계의 작성주기 및 향후
개선방향 참조

4-3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를 공표하는 통계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세부항목 대부분 각 시장에서 매일 집계되는 상장현황 및 전체
매매-체결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월말 기준 확정치를 제공
○ 다만 채권 상장잔액의 경우는 월말 기준 확정치가 익월 중순 이후에 집계되므로 익월초
통계공표시에는 잠정치를 공표하며, 그 다음 통계 공표시점(1개월 후)에 이전의 잠정치를
확정치로 업데이트함
-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는 0.1% 내외로 낮은 수준 (최근 6개월 기준)
기준월
2017-10월말
2017-11월말
2017-12월말
2018-01월말
2018-02월말
2018-03월말
-

채권 상장잔액 합계
잠정치(A)
확정치(B)

1,649,499,017
1,661,646,429
1,657,551,001
1,665,590,187
1,678,883,449
1,689,204,257

1,650,690,672
1,663,187,508
1,659,174,789
1,667,043,116
1,680,268,339
1,691,007,713

차이

((A-B)/B)
-0.07%
-0.09%
-0.10%
-0.09%
-0.08%
-0.11%

이용시 고려사항: 채권 상장금액의 경우는 고유의 일괄상장 절차가 존재하여 월말 확정
치 반영을 위해 익월 별도의 조정절차가 있으며, 최근월 상장잔액 데이터가 잠정치임을
KOSIS 해당 화면 주석 및 관련 통계간행물 상에 표시

5 일회성 수정

□ 통계표 수정사항

○ 2017년중 통계청 KOSIS 포털에 제공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및 관련 통계간행물의
세부항목 포맷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 자체적인 채널을 통해 관리되는 통계 포맷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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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활용 실태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통계활용 실태 분석

○ 통계청 KOSIS 포털 등 외부채널을 통한 실태 분석보다도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홈페이지
등(http://marketdata.krx.co.kr/) 자체 채널의 세부항목별 이용자 접속회수 등을 모니터
링
○ 분석결과 예시
-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홈페이지 화면 중 주식 일자별시세 화면 등 개별종목의 시세 추
이 화면에 대한 이용도가 상당부분을 차지
- 개별종목 일별시세 추이 및 현재가(종합정보) 화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
도록 유도 ⇒ 종목명/코드를 통한 검색기능 강화 등 검토
월 기준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홈페이지 이용률 상위 화면 >

< 2017.5
순위
1
2

1depth
주식
일반상품

2depth
종목정보
금시장

3depth
일자별시세
KRX시세정보

3

채권

유통시장

일반채권시장

4

통계

주식

종목

5
6

시장동향
시장동향

공시
종합시황

공시

7

채권

유통시장

8

시장동향

9

통계

투자자별매매종
합
자주보는 통계

국채전문유통시
장

4depth
시세데이터
일자별 전종목
시세
회원사별
거래실적

일자별 전종목
시세

10

채권

유통시장

주식관련채권

일자별 전종목
시세판

11

지수

산업분류

KRX지수산업분
류

개요

12

시장동향

공매도현황

13

통계

주식

종목

14

주식

종목정보

15

주식

순위정보

16
17
18
19
20

파생
시장동향
통계
일반상품
지수

옵션
공시
핵심통계
석유시장
주가지수

종합정보
시가총액
상/하위
결제월별옵션가
증시일정
종합지표
KRX 시세정보
KOSDAQ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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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거래실적

유가시장
주요지수

이용률
22017
1634

화면번호
30040
50001

1151

40008

797

80020

654
524

01014
01001

479

40006

440

01002

363

80162

317

40009

284

20003

247

80163

236

80019

233

30037

212

30015

181
168
163
162
153

40022
01018
80143
50005
20012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통계작성 기본계획 : 없음
○ 업무편람, 자료수집방법, 현장조사관리, 공표자료 제공 : 아래 업무매뉴얼 참조
○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 없음
(자료입력 지침은 통계작성이 매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로 대체하고 있음. 자료내검은 데이터 정상적재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수치 정합성 확인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으나 내부 시장
정보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데이터와 비교 대조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진행)

□ 관련 문서자료

○ 통계정보팀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작성 및 통계청 데이터 전송
과정에 대한 담당자 업무 정리
1.

통계청 KOSIS 관리

내 한국거래소 통계 위치
ㅇ http://www.kosis.kr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금융기관 > 한국거래소
>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

□ KOSIS

통계자료 업데이트(매월 두 번째 토요일 이후) : 121종 통계
① IT외주 쪽에서 그 달에 보낼 통계 데이터를 통계청 프로그램에 올려놓음
② 통계정보팀 담당자가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을 통해 수동 전송
③ 통계청에서 자료 검수 후 KOSIS에서 데이터 조회 가능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ACS) 접속(통계청 연락처: 042-471-2155)
* 전송 데이터는 통계정보원 측에서 처리 담당(전송완료 여부 확인 필요시 070-7865-9678)
- 접속 후 수동전송 > 통계표목록 전체 선택 > 전송버튼 클릭
- 로그관리 > 로그상세정보에서 전송여부가 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송실패여부 확인
- 시장정보시스템 > 60360화면에서 데이터 검증

□

국가승인통계 변경신청
ㅇ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로 분류됨
ㅇ 새로운 시장/상품이 개설되어 통계간행물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
계청의 승인을 받아야함(통계법)
ㅇ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 KOSIS에 전송하는 통계를 변경개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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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책관리 - 자체통계품질진단 등
□ 통계청에서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계제출기관이 성실하게 통계
를 작성하도록 관리함
2.

관련일정
① 3월: 진단계획 작성
② 6월 또는 9월: 통계담당자 워크샵
③ 12월 통계품질진단(책임관결재)

□

접속방법
ㅇ 나라통계 : http://www.narastat.kr/

□

기타 통계청/통계정보원 협조
□ 통계청 통계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ㅇ 통계청 측 안내메일 및 공문 수신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통계실무자 ID로 로그인
- 초기화면 좌측 메뉴 중 ‘통계정책관리 시스템’ 선택하여 이동
- ‘정책지원서비스-통계책임관관리’ 화면에서 기관명 한국거래소로 검색
- 한국거래소 선택후 ‘수정’ 버튼 클릭하면, 통계책임관(담당 상무) 및 실무담당자
(통계정보팀 팀원) 정보 입력하여 수정 요청 가능
□ 통계 작성담당자 지정
ㅇ KOSIS 자료문의 연락처 업데이트
- ‘정책지원서비스-승인통계검색’ 화면에서 기관명 한국거래소로 검색
- 통계명(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선택후 기관정보에 작성담당자(통계정보팀 팀원) 및
연락처 정보 수정 가능
□ 통계정보원 요청처리
ㅇ 통계정보원에서는 KOSIS 통계주석의 영문번역 또는 오타수정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경
우가 있으며, 요청사항을 처리
4. 통계간행물 관리
3.

□

시장정보시스템 > 통계보고서정보 > 통계간행물관리 (화면번호 : 60301~ 60352)의 내용을
통계간행물로 게시하며, 통계간행물의 컨텐츠를 수정하려면 시장정보시스템의 해당화
면을 수정해야함

통계간행물 업무 구분
ㅇ (월별 ) 통계간행물 : 157종 통계
- 각 시장별 통계항목에 대한 PDF파일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 매 월 20일 이전 ITSM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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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Market지
- 통계간행물 중 일부를 정기발행물인 Market지 뒤편에 첨부
- 1, 4, 7, 10월의 5일까지 Market지 담당자(조사연구단)에게 자료 전달
ㅇ (연도별 ) 통계연보
- 매년 직전연도에 대한 연간통계 ITSM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연중 임의의 시점에 업로드)
ㅇ (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서비스 경로, 인터넷 주소

제공 자료
- 종합시장정보 ~ 과거 일별 추이 및
한국거래소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
실시간(또는 20분지연) 자료
http://marketdata.krx.co.kr/
- 월간 통계간행물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 일간 통계간행물 (증권시장지)
KOSIS 국가통계포털 (금융기관>한국거래소) - 증권-파생상품시장 주요통계 항목
http://kosis.kr/
월별/연도별 추이
2-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계청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담당
- 정보사업부 통계정보팀 (051-662-2323)
○ 각 시장별 1차적인 데이터 산출은 해당 시장관리팀에서 담당
-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에서 세부항목별 담당자 연
락처 표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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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 설명자료 소재정보

○ 통계메타 DB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한국거래소 시장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안내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시장-보도자료 메뉴 (http://open.krx.co.kr/)

□ 통계청

K OS I S

통계설명자료 메타정보 변경예정사항
(

)

○ 금년중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세부 구성항목 추가/제외에 대한 변경승인 협의 과정에서
아래의 통계설명자료(메타정보)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할 예정
대상항목
1) 통계명(영문)

세부변경사항

변경전) Stock·derivative market statistics
(변경후) Statistics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변경전) 주가, 국공채의 종합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건전한
투자유도, 각종 시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3)-1. 작성목적
(변경후)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종합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건전한 투자유도, 각종 시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변경전) 기타 / 주식, 파생상품
(변경후) 지수, 주식(KOSPI, KOSDAQ, KONEX), 채권,
5)-1. 보고대상 범위
증권상품(ETF, ETN, ELW), 파생상품, 일반상품(석유, 금,
배출권)
5)-3. 보고단위 및 보고대상 (변경전) 규모
(변경후) 개별시장
(변경전) 5)-4. 적용분류
(변경후) 한국거래소 자체 산업분류(지수업종분류) 및
투자자분류 등
(변경전)
ㅇ 주식:종목별거래실적및시세표,상장회사수,상장종목수,
상장주식수,상장자본금,시가총액,주가평균,거래량,거래대금,
회원별거래실적,투자자별거래실적,투자지표(배당수익률,PE
R,PBR등),유동성지표(시장심도,거래체결율,거래건수,스프레
6)-1. 보고항목
드율등),상장회사재무관련통계
ㅇ 채권:상장종목수,상장잔액,거래량,거래대금,가격(수익률),
채권지수.
ㅇ 선물:종목별시세,약정수량,약정금액,미결제약정수량,
투자자별약정실적,선물가격.(기초자산 : 주식, 지수,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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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항목

6)-2.

보고서식

공표시기
7)-4. 공표방법 및 URL
(통계간행물명)
8)-1.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8)-2. 보고기간
7)-2.

13)-1.

14)

보고연혁

보고체계

세부변경사항

금리, 상품 등)
ㅇ 옵션:종목별시세,약정수량,약정금액,미결제약정수량,
권리행사수량,투자자별약정수량.(기초자산 : 주식, 지수,
통화, 금리 등)
(변경후)
ㅇ 지수: 주요 주가지수(KRX, KOSPI, KOSDAQ 시리즈) 및
투자지표(PER, PBR, 배당수익률 등)
ㅇ 주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수,상장종목수,상장주식수,시가총액,거래량,거래대
금,투자자별거래실적,투자지표(배당수익률,PER,PBR등),상
장회사재무관련통계
ㅇ 채권: 상장종목수,상장잔액,거래량,거래대금
ㅇ 증권상품(ETF,ETN,ELW):
상장종목수,시가총액,거래량,거래대금
ㅇ 파생상품: 거래량,계약금액/거래대금,미결제약정수량,
투자자별거래실적 (기초자산 : 주가지수, 채권, 통화,
상품, 주식, 글로벌지수 등)
ㅇ 일반상품(석유,금,배출권): 거래량,거래대금,
투자자별거래실적
(변경전) (변경후) 통계 세부항목별 서식 엑셀파일 제공
(변경전) 작성기준월 익익월
(변경후) 작성기준월 익월 12일경
(변경전) 증권선물(매익월초), 증권통계연보(익년 5월)
(변경후)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매익월초)
(변경전) 1일~31일
(변경후) 보고대상기간: 매월, 기준시점: 해당 월말
(변경전) 1일~11일
(변경후) 조사대상기간 다음 11일 이내
(변경전)
최초작성년도 : 1976
주요연혁 : 1963.1부터 실시
(변경후)
ㅇ 1963년: “증권통계”라는 명칭으로
(舊)한국증권거래소에서 최초 작성
ㅇ 1976년: 통계작성 승인
(변경전) 상장기업→한국거래소
(변경후) 한국거래소 통계팀에서 각 시장별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 54 -

대상항목
참고) 마이크로 데이터
(관리실태 포함)

세부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투자자 개인의 직접적 신상정보 관련 항목들은
제외하고 호가 정보 및 주문내역만을 제공
(변경전) (변경후)
참고) 집계표 데이터
ㅇ 시장별 거래실적 등의 통계 집계시 투자자 개인의 직접적
신상정보 관련 항목들은 제외하고 호가 정보 및
주문내역만을 활용하여 산출
(변경전) 참고) 국제기구 제출 여부 및 (변경후) 유사한 형식의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출,
제출 국제기구명
국제기구명: WFE (세계거래소연맹)
(변경전) 참고) 기타 참고자료
(변경후) WFE(세계거래소연맹)에서 세계 각국 거래소 통계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간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위한 통계 정의(Statistics
참고문헌 등)
Definitions)를 제공하고 있음
(

- 55 -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 한국거래소 각 시장에서 발생한 매매(체결내역) 데이터가 마이크로데이터(증권-파생상품
시장통계 산출에 활용되는 raw-data의 개별 단위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데이터구입’ 화면을 통해 외부신청자들에게 유상 제공하고 있음
- KRX 시장정보 홈페이지 > 데이터상품 > 통계데이터 > 통계데이터 구입 안내 (90001 화면)
인터넷주소 ~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10101

○ 정형데이터 판매 방식
(판매대상) 유가증권, 코스닥증권, 증권상품, 선물 및 옵션시장 등 시장별 메뉴 내에서
매매정보, 거래실적, 시세, 지수, 호가장 및 체결장 등 정보별 상품으로 구분하여 패키
지 판매
구매신청)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데이터판매)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 및 본인인증 절
차를 거친 후 신청서 작성

(

구매승인/결제) 구매승인 후, 구매자는 상품결제(카드결제/무통장입금)

(

판매완료) 구매자는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데이터 다운로드
* 대용량 정보(시장별 체결장 및 호가장, 거래실적 등)의 경우 별도 발송(외장하드, 이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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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커스텀데이터 판매 방식
(판매대상) 시장별 , 상품별 , 종목별 , 시간대별 등 고객의 세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정보시스템에 DB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판매 가능
구매신청) 홈페이지 구매목록에 없는 상품 또는 구매목록에 있는 정형데이터 패키지
에서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구매 희망시, 구매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메일로
접수

(

샘플제공/구매결정) 요청상품 판매 가능여부 확인 후 샘플데이터를 구매자에게 메일로 제공하
고, 구매자는 구매여부 결정

(

데이터 작업) 구매요청 상품에 대한 데이터 추출 작업

(

판매단가 산출/견적서 작성) 데이터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판매단가 산출 및 견적서
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

(

결제/판매완료) 구매자의 결제 확인 후, 상품 발송
* 샘플 및 상품데이터 작업, 대용량의 유무 등에 따라 판매완료까지 평균 15일(±2일) 소요

(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투자자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 한국거래소 각 시장의 상장현황, 거래실적 등 주요 통계항목 산출에는 투자자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바가 없으며, 투자자 상세정보를 제외한 매매-체결 내역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거래실적 산출
○ 과거 2013년까지는 주식 투자인구 및 소유분포 통계 집계를 위해 주주정보 관련 외부기
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관련 통계치를 산출한 바 있음
- 2014.8월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별도 법적 근거에 따른 목적 이외에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료수집과 보관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통계 기초자료 수집 및
집계 중단 조치

□ 비밀보호 관련 내부규정

○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영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통계 산출시 활용되는 기초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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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자료처리과정(입력, 전송, 처리)에서 특정 응답자로부터 별도의
자료수집 없이 각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출된 매매데이터 및 여타 기관에서 입수한 재
무자료 데이터만을 활용하며, 시장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부분은 없음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증권 파생상품시장통계 공표자료 상의 투자자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
-

○ 통계 공표자료의 경우, 각 시장별 전체 거래실적 등 전반적인 합산 통계치로서 별도의 개
인식별정보를 포함한바 없음
○ 데이터판매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체결내역 등) 또한 상세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증권사·지점번호 수준의 식별정보만을 제공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의 예방 조치
,

,

,

○ 한국거래소 내부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통계집계 프로세스 외에 문서파일 상
에서 별도 편집을 거치는 경우는 보안처리가 적용되며, 해당 문서의 외부반출 시에는 별
도의 보안해제 프로세스를 두고 있음

□ 관련 내부규정 및 지침 여부

○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가운데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호관리규정에서 내부자료 유실, 유
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규정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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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담당부서: 정보사업부 통계정보팀

역할
통계정보 구축/데이터판매 관리 전반
거래소 공시데이터 체계화시스템
구축 및 관련 신규 데이터상품 검토
데이터판매 (시장별 체결내역 등
마이크로데이터 및 외부이용자
개별요청 데이터 등)
통계컨텐츠 검토 (거래소 시장정보
홈페이지 및 통계청 제공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거래소 통계정보 포털 개발 관련
외부연구용역 관리 및 데이터판매
가격체계 검토

직급
팀장
팀원

근속년수
24

통계업무
담당년수
2

17

1

팀원

14

2

팀원

5

2

팀원

2

2

□ 최근 년간 통계관련 교육과정 이수 내역
3

연도

2017
2017
2017

교육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과정명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무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한 Business
Insight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참여인원수
1
1
1

2. 자료처리 시스템

□ 통계정보 자료 처리 시스템

○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계정보 수집 체계
- 정보분배시스템(지수산출 등), 매매지원시스템(현물/파생/채권시장 등 처리호가, 체결결
과, 장운영정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매/시세 정보를 취합
- 시장정보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 내부 사용자를 위한 증권-파생상품 시장정보 및 여타
시장관리시스템에 활용되는 시세 및 통계 가공정보를 생성
-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에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 활용
- 통계정보 산출 관련 전반의 시스템은 한국거래소 내부 업무담당자만 접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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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한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처리 및 전송 체계
- 통계청에 제공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의 경우, 시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통계간행물
시스템에서 월별/연도별 합산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에 적재
- 한국거래소 매매 관련 지원시스템(각 시장별) → 시장정보시스템(매매-체결 데이터 취합
및 시장별 통계 산출) → 통계간행물시스템(월별 PDF 전자간행물 출판 및 통계청 전송
데이터 포맷 관리) → 통계청 자동수집시스템 월별 자동적재 → 통계담당자 전송 처리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한국거래소 통계정보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관련 해외조사

○ 해외거래소·정보벤더 대상 글로벌트랜드 조사 및 향후 협력방안 등 협의
* 2017.10월중 Deutsche Boerse, 블룸버그, 톰슨로이터 싱가폴 지사 방문
<

해외기관 협의결과 요약

>

통계기반구축) 데이터 표준화는 정보사업의 기반이며 정보사업의 확장을 위해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DB, 블룸버그)
ㅇ 통계정보의 정비 및 판매가 한국거래소 전체 매출 대비 당장에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분야가 아닐 수 있으나,
ㅇ 이는 정보사업의 토대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이라 할 수 있음
⇒ 정보사업의 확장성 측면만 고려해도 통계정보 기반구축은 필수적 요소
□ (데이터표준화) 통계정보의 표준화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 (DB,
블룸버그, 톰슨로이터)
ㅇ 정보벤더사는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거침
ㅇ 표준화 기준이 동일해야 수요자가 비교분석 등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추후 기관
간 데이터 협력에서도 요구됨
⇒ 본소의 통계정보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산출 및 관리되거나
표준화 가능단계로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
□ (정보상품개발) 국가와 지역마다 데이터 수요가 다르며, 한국
시장만의 통계정보 수요조사 및 개발 필요 (DB, 블룸버그)
ㅇ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정보가 표준화되어 분배되지만, 국가별로 특별히 수요가 높은
데이터* 존재
* (예 : 지배구조) 인도의 경우, 지배구조 변동 사항에 대해 법적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만의 주주추이(shareholder’s pattern) 데이터를 별도 산출
⇒ 한국시장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분석 및 상품개발에 활용할 경우 충분한 수요
유인 가능
□ (상장공시정보) 상장공시 정보의 경우 일반적 수치(numeric)
정보와는 달리, 키워드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효율적 (블룸버그)
ㅇ 고객이 정보를 신속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형태가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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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의 상장공시 정보는 키워드 중심 분배가 고객의 이해 및 정보관리에
효율적
⇒ 키워드 활용 정보 등 데이터 관리 유형의 다양화 필요
□ (분석정보) 알고리즘 거래나 고빈도 거래에 사용되는 1차 가공 수준의 분석정보는 시장수요
존재 (DB)
ㅇ 최근 알고리즘 트레이더와 고빈도거래(HFT) 수요가 증가 추세
-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1차 수준의 분석정보를 한국거래소에서 전달할 수 있다면
시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1차 가공정보 활용도 제고 필요
-

4.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외부 개선의견 수렴 및 조치사례

○ 한국거래소 통계정보팀(통계청 제공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를 담당팀)은 작년(2017)에 신
설되어 내부적으로 자체 통계컨텐츠 개선안을 마련하여 1차 반영중에 있으며, 금년(’18)에
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

연구용역 의뢰대상: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금융경제학연구실
보유 및 생산 정보데이터 현황 분석
□ (배경 ) 본소에서는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을 추진 중인 바,
현재 본소에서 보유 및 생산하는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통계정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
ㅇ 본소 내에 다양한 DB와 시스템이 존재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과
대외 분배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여 대내외 데이터 간의 정합성 검증 필요
ㅇ 통계정보 확장을 위해 정보데이터의 글로벌 기준 적합성 분석 필요
□ (세부과제 ) 비교분석을 통한 정합성 검증 및 통계항목 분석
ㅇ 본소 데이터 상의 오류사항 등 정합성 검증
ㅇ 산출 기준 등의 문제로 수정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
ㅇ 해외와 비교해 추가 산출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 분석
□ (수행방법 ) 본소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통계데이터와
본소 정보분배시스템을 통해 대외 분배되는 통계데이터 간의 비교분석
ㅇ (내부 시스템) 본소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시장정보(Market data)
ㅇ (정보분배시스템) 국내 Check단말기, 해외 Bloomberg, Reuters 등을
통해 대외로 분배되는 통계데이터
□ (제공항목 ) 내부 시스템 관련 문서, 비교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 등
※ 데이터 제공 범위 및 전달방법 등의 논의 필요
2. 관리 ·표출 정보데이터 및 판매상품 구성현황 분석
1.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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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현재 본소에서 판매 중인 통계정보 상품의 구성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추후 통계정보 판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ㅇ 본소에서는 최근 통계정보 상품의 구매제한 규제를 없애고 판매
창구를 일원화하여 판매대상을 확대 중이며,
ㅇ 통계정보 상품의 재정비를 위해 현 관리·표출 및 판매 현황 분석 필요
□ (세부과제 ) 현재 본소에서 관리·표출·판매하는 정보데이터의
구성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정보데이터의 시장 수요 및 본소 표출 및 판매 구성현황 분석
ㅇ 종합센터 구축 시의 관리·표출 통계정보 구성방안 및 판매상품의
재구성을 위한 개선방안
□ (제공항목 ) 통계표출 및 간행물 문서, 정형 통계상품 등
3.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방향성 결과 도출
□ (배경 ) 연말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의 개발 착수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이에 센터구축의 당위성 및 방향성을 제안 받고자 함
□ (세부과제 )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당위성 및 방향성 도출
ㅇ 1,2번 과제를 종합한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방향성 제시
ㅇ 종합센터에 적합한 메뉴구성, 차트 및 표출방식 등의 기능 제안
□ (제공항목 )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관련 문서
□ (

○ 한국거래소 각 시장관리 담당팀 및 홈페이지운영팀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 홈
페이지 등 자체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있음
년초 홈페이지 오류수정 요청사항 >
1. (메뉴경로) KRX시장 → 시장안내 → 일반상품 → 배출권시장 → 다운로드
ㅇ 배출권시장 관련자료 아래 [배출권시장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가입안내] 버튼 클릭시 다운로
드 되지 않고 메뉴검색화면으로 이동(찾으시는 결과가 없으신가요?)
☞ 파생본부 배출권시장팀에 동 오류내용 전달 => 수정완료
2. (메뉴경로) 시장정보 → 증권시장지 → 공시 및 안내
가. 다음 메뉴 최근 데이터 없음 (메뉴필요 여부 담당부서 협의필요)
① 상장사항 → (10120) 신주인수권상장폐지
② 상장안내사항 → (10121) 주주총회소집
③ 상장안내사항 → (10122) 주주총회결과
④ 상장안내사항 → 10125) 대표이사변경
⑤ 채권상장사항 → (10133) 채권변경상장및상장금액조정
⑥ 채권상장사항 → (10137) 채권행사가액변경
⑦ 채권상장사항 → (10139) 채권공시 및 안내사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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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 (10151) 기타공지사항
코넥스시장 → (10153) 기타공지사항
나. 조회 기준일 확인 필요(당일자 또는 당일자 및 과거데이터 포함 여부)
① 시장조치 → (10094)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 조회 안됨
다. 데이터 조회 안됨
① 시장조치 → (10098) 소속부 변경 : 코스닥 소속부 변경내역 조회 안됨
라. 유가증권시장만 조회 됨
① 투자참고사항 → (10104)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내역 및 매매현황
② 투자참고사항 → (10105) 상장주식회전율상위(20)
③ 투자참고사항 → (10106) 대량매매 현황
④ 상장사항 → (10107) 주권신규상장
마. 폐지대상 공시에 대한 정보제공 유지여부 확인필요
① 시장조치 → (10097) 상장폐지 유예기간 변경
* 2012. 3. 30 이후 데이터 없음
② 시장조치 → (10100) 관리종목지정사유 및 상장폐지 기준일 변경
* 2006. 3. 31 이후 데이터 없음
③ 상장사항 → (10108) 주권신주상장
* 2012. 3. 6 이후 데이터 없음
④ 상장안내사항 → (10128) 명의개서대행기관 변경
* 1999. 9. 8 이후 해당 공시 폐지
⑤ 상장안내사항 → (10129)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
* 2005. 3. 30 이후 해당 공시 폐지
⑥ 상장안내사항 → (10130)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해제
* 2001. 8. 4 이후 해당 공시 폐지
☞ 통계정보팀에 관련 문의 전달
=> 2018.4월중 관련 증권시장지 공시 화면 통합 및 제외 조치사항 일괄반영 예정
⑧
⑨

년초 홈페이지 개선 요청사항 >
1. 홈페이지 메인 최상위 메뉴의 하위메뉴 클릭 시
ㅇ 하위메뉴, 차하위 메뉴 박스 경계표시 불명확에 따른 사용자 혼돈
⇒ 색깔구분, 볼드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요청
* 최상위 메뉴에서 하위 메뉴 클릭시 디폴트로 첫 번째 메뉴 화면이 조회됨.
이때, 디폴트화면 조회 지연으로 원하는 메뉴로 즉시 이동이 불가함으로 사용자 불편 호소, 또한
상단의 2단계 메뉴가 텍스트기반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메뉴를 잘 인식하지 못함
* “시장정보” 클릭 시 하위메뉴를 아래로 유지되고, 상단 가로에서 동일 메뉴가 표시되고
동 메뉴에서 다시 하위 메뉴를 찾아가야 하는데 디폴트로 조회되는 화면에 대한 사용자 혼
돈으로 불만 제기
=> 개선작업 진행중
홈페이지 화면에 대한 개선사항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며, 화면 및 메뉴 개선시
콜센터의 업무지원을 받아 대외사용자의 불편을 최대한 반영 예정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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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 채권 → 투자참고 → 대용가격 → (80075) 개별조회
조회기간 설정 1개월이 직전 1개월전 ~ 전일자까지
⇒ 조회기간 설정 수정 : 직전 1개월전 ~ 금일자까지
=> 수정완료, 화면조회시 default를 당일자로 변경하였음.
3. 시장정보 → 통계 → 채권 → 거래통계 → (80091) 투자자별거래실적
⇒ 거래량, 거래대금 단위 표시 없음(거래대금은 백만단위?)
=> 수정완료, 거래량, 거래대금 단위표시 주석추가 하였음.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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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통계의 개념 정의 용어 분류 방법 등에 관한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

,

,

○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에서 세계 각국 한국거래소의 월별
주요 통계를 취합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별 리포트를 제공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계항목 정의(Statistics Definitions) 설명자료 제공중
- 한국거래소 업무담당자 외 일반이용자도 웹사이트 가입후 조회가능
* http://www.world-exchanges.org/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해외 각국 한국거래소 웹사이트

○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주요 항목 정보를 비교조회 가능
거래소명

관련 웹사이트

Abu Dhabi Securities Exchange

www.adx.ae

Amman Stock Exchange

www.ase.com.jo

Athens Stock Exchange (ATHEX)

www.athexgroup.gr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www.asx.com.au

Bahrain Bourse

http://www.bahrainbourse.com.bh

Bermuda Stock Exchange

www.bsx.com

BME Spanish Exchanges

www.bolsasymercados.es

Bolsa de Comercio de Buenos Aires

www.bcba.sba.com.ar

Bolsa de Comercio de Santiago

www.bolsadesantiago.com

Bolsa de Valores de Colombia

www.bvc.com.co

Bolsa de Valores de Lima

www.bvl.com.pe

Bolsa Mexicana de Valores

www.bmv.com.mx

Borsa İstanbul

www.borsaistanbul.com

Bourse de Casablanca

www.casablanca-bourse.com

BSE India Limited

www.bseindia.com

Bursa Malaysia

www.bursamalaysia.com

B3 - Brasil Bolsa Balcão
BATS Global Markets (Cboe Global Markets
from October 2017)
Cboe Global Markets

http://www.b3.com.br/en_us/

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
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td.

www.cffex.com.cn
http://www.chinaclear.cn/english/About/about
_index.shtml

https://markets.cboe.com
https://markets.cb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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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거래소명

관련 웹사이트

www.cmegroup.com

Colombo Stock Exchange

www.cse.lk

Cyprus Stock Exchange

www.cse.com.cy

Dalian Commodity Exchange

www.dce.com.cn

Deutsche Börse AG

www.deutsche-boerse.com

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www.dtcc.com
Dhaka Stock Exchange Ltd.

www.dsebd.org

Dubai Financial Market

www.dfm.ae

The Egyptian Stock Exchange

www.egyptse.com

EuroCCP

www.euroccp.com/

Euronext

www.euronext.com

Hochiminh Stock Exchange

www.hsx.vn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www.hkex.com.hk

Indonesia Stock Exchange

Irish Stock Exchange

www.idx.co.id
https://www.intercontinentalexchange.com/in
dex
www.ise.ie

Japan Exchange Group, Inc.

www.jpx.co.jp

Johannesburg Stock Exchange

www.jse.co.za

Kazakhstan Stock Exchange

www.kase.kz

Korea Exchange

www.krx.co.kr

Luxembourg Stock Exchange

www.bourse.lu

Malta Stock Exchange

www.borzamalta.com.mt

Moscow Exchange

www.moex.com

Muscat Securities Market

www.msm.gov.om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Nairobi Securities Exchange

https://www.nse.co.ke/

Nasdaq

www.nasdaqomx.com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Limited

www.nseindia.com

Nigerian Stock Exchange

www.nse.com.ng

NZX Limited

https://nzx.com

OCC - The Options Clearing Corporation

www.optionsclearing.com/

Oslo Stock Exchange

www.oslobors.no

Palestine Exchange

www.pex.ps

Philippine Stock Exchange

www.pse.com.ph

Qatar Stock Exchange

www.qe.com.qa

Saudi Stock Exchange (Tadawul)

www.tadawul.com.sa

Shanghai Futures Exchange

www.shfe.com.cn

Shanghai Stock Exchange

www.sse.com.cn

Shenzhen Stock Exchange

www.szse.cn

Singapore Exchange

www.sgx.com

SIX Swiss Exchange

www.six-swiss-exchange.com

Stock Exchange of Mauritius

www.stockexchangeofmauritius.com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www.set.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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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Exchange

거래소명

관련 웹사이트

www.tpex.org.tw

Taiwan Futures Exchange

www.taifex.com.tw

Taiwan Stock Exchange

www.twse.com.tw

Tel-Aviv Stock Exchange

www.tase.co.il

TMX Group Inc.

www.tsx.com

Zhengzhou Commodity Exchange

www.czce.com.cn

3. 기타 문헌

□ 해당 통계와 관련된 연구문헌 또는 국내외 보고서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월별 통계간행물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정보-통계-통계간행물 (01025~01029 화면)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11101)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지 (일별 전자간행물)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정보-증권시장지-오늘의시장지 (10001 화면)
- 증권-파생상품시장 동향 등 일간 종합정보를 익일 증권시장지 발간을 통하여 외부
에 공표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시장별 메뉴 및 거래실적, 시세표 등 포괄적 메뉴 형식으
로 나뉘어 정보 제공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201)

○ 한국거래소 KRX Market지 (분기별 간행물)
- 한국거래소 KRX시장-간행물-KRX Market 탭
- 분기별 증권-파생상품시장 전문가 오피니언/논고, 시장동향 안내, 한국거래소 산업동
향, 규정 개정사항 및 시장통계 종합 제공
(http://open.krx.co.kr/contents/OPN/04/04010000/OPN04010000.jsp#9dc17c437f6c35dfd
11662eb0af72d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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