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1등 로보어드바이저

(구.유한책임회사블루바이저시스템즈)



제 2회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인증 결과 위험중립형

(16.11%)

안정추구형
(12.33%)

적극투자형
(15.13%)

누적수익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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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개요 회사소개

구성원

회 사 명

자본금

대표이사

설 립 일

임직원수

주요사업

사업장

홈페이지

연혁

2014.3

2014.7

2015.4

2015.7

2015.10

2016.11

2017.4

2017.5

2017.7

2017.11

2017.12



1-4 일반개요 최근보도자료

보도매체 제목 보도날짜

연합뉴스 로보어드바이저 2차 심사 결과수익률 1위 '하이버프' 12월11일

베타뉴스
하이버프, 코스콤 2차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누적수익률
16% 달성 11월29일

데일리그리드
블루바이저하이버프 알고리즘, 로보어드바이저 2차테스트베
드 3개 부문 수익률 1위 달성

12월1일

디지털타임스
㈜블루바이저개발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버프`, 적십자 기부
진행

12월7일

산업일보 핀테크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스타트업육성까지 지원 12월4일



2-1 시장분석 시장배경및수요

로보어드바이저
등장배경

미국의 7년째이어진제로금리

은행이외의투자를
원하는고객수요의

증가

맞춤형 PB서비스와
낮은수수료로무장한

로보어드바이저
고객수증가



2-2 시장분석 산업.시장현황

가파르게 성장하는 Robo-Advisor 글로벌 시장

로보어드바이저주요이슈

• 대형금융투자회사의 시장진입 증가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상품 출시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 전망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오픈

• 미국7년째 제로금리에 따라 수요증가

(출처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17)

로보어드바이저글로벌시장추이

190 210 

867 

4,518 

'14 '15 '17 '20

억(달러)

(출처 : 마이프라이빗뱅킹, 딜로이트)



3-1 제품소개 하이버프주요특징

스스로진화하는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머신러닝)알고리즘과

빅데이터기반으로최적화된

로보어드바이스제공

시장대응시스템(MAS) 적용

실시간리스크관리및

자금유동성위험최소화

높은회전율

급변하는시장속도에걸맞는반응지수

급락장에서탁월한위기관리능력발휘

기업스크리닝시스템

투자부적격기업사전차단

자체스코어링 / 컷오프시스템보유

Fully Automatic System

인적개입없는자산관리

인적실수및감정배제투자시행

안정적인수익률

장기간의 백테스팅을통해

다양한환경에서안정된수익률검증



3-2 제품소개 하이버프알고리즘구성

 지난 3년간의 체결,재무제표
공시,뉴스,수급,시세 등

 수집된 빅데이터를
거래량,시가총액,수급,섹터
등 상세조건에 따라 군집화

 군집화 데이터에 몬테카를로
적용하여 가중치 계산

 예상가중치 순위에따라
최적의 종목 선정

 스코어링 기법 통해
투자유니버스 산출

 실시간모니터링으로
예측된 매매가를 대입하여
백테스팅 실행

 백테스팅 결과를 분석하여
예측 매매가에 대한
신뢰성을 피드백

 스코어링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CNN기법 이용해
실시간 매매가 예측

 백테스팅에서 산출된
신뢰성에 따라 매매가 재조정
후리벨런싱 실행



3-3 제품소개 경쟁제품비교분석

P사 DS사 D사 Q사 자사제품

자산종류 ETF ETF 주식 주식, 채권 주식, ETF, 채권

딥러닝기술 O O O O O

빅데이터가공 O X O O O

자산배분기술 O O O O O

다이나믹리벨런싱 O O △ O O

스코어링기법 △ △ X △ O

CNN알고리즘 O △ X O O

군집화기술 O X X X O

몬테카를로기법 △ △ X △ O

HFT 기술 △ △ X △ O

클라우드시스템 X X X X O

기대수익률 3.09% 3.82% 2.92% 1.69% 12%



4-1 향후전망 실적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진행결과)



4-1 향후전망 실적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진행결과)

알고리즘명
(기업명)

순위 안정형 위험중립7.79형 적극투자형

하이버프
(주식회사블루바이저)

1 12.33 16.11 15.13

데이터앤애널리틱스 FASST KOREA
(데이터앤애널리틱스)

2 5.65 7.79 11.15

QV 연금포트폴리오
(NH투자증권)

3 3.11 5.82 7.52

대신로보밸런스(글로벌형)
(대신증권)

4 2.90 4.28 5.94

Comma SMART3
(주식회사 스마트포캐스트)

5 2.87 1.76 -1.33

삼성POP Robo 주식형
(삼성증권)

6 2.79 5.02 7.62

KB로보라이더
(KB자산운용(주))

7 2.69 4.31 5.66

키움 Momentum
(키움증권)

8 2.12 2.84 3.04

W-Robo 국내베타

(와이즈에프엔 파트너스)
9 2.03 -1.06 3.46

I77
(한국펀드투자자문(주))

10 1.76 4.95 7.19

단위 : %



4-1 향후전망 실적 (자체실투자 [주식 100% 공격형])

투자원금 5000만원

실현손익 1836만원

누적수익률 36%

투자기간 5월~11월

투자유형 공격형
(주식100%)

알고리즘명 하이버프
공격투자형



성장계획및전망

한국형로보어드바이저선도기업

테스트베드 통과

대한민국
1등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투자자문일임업사와
컨소시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출시

증권사 제휴

높은회전률과 안정적인
수익성으로증권사
시스템공급 및
기술공급

4-2 향후전망



감사합니다

Thank You

로보어드바이저 수익 중 일부를 적십사에 기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
에 환전하는 최초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