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STEPP

conomy

핀테크(Fin-Tech)에서
로보피아(Robo-Pia)로
이대우 유리치투자자문 멀티전략운용본부장

2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핀테크의 영역: 어디로 집중할 것인가? 로보어드바이저가 답이다.
핀테크는 크게 ①송금 ②자산관리 ③대출중개 ④지급결제 4부문
으로 나누어서 흔히들 이야기된다. 이 중에서 ①송금과 ④지급결
제 영역은 국내외 대기업의 독점적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Start-up)은 ②자산관리 영역(로보어드
바이저 등)이나 ③대출중개(크라우드펀드 등)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1)
FinTech
Financial

Technique

지난 15세기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는 고

사업 영역

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시작된 독점적이며 상속적인
책(지식과 권력의 집합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았다. 15세기
초 국내에서는 장영실(1390~?)이 중국에 귀속되어 있던 조선의

송금

자산관리

대출중계

지급결제

핀테크의 사업 영역 구분

시간을 서민에게 돌려주었다. 이로 인해 시작된 변화가 사회 전반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본지에서는 ②자산관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최근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

현업에서 사용하는 사례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하여 지식을 쌓아 나가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컴퓨팅 기법이

먼저,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로보 어드바이저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에게 ‘고양이’ 그림을 모아 오라 명령했더니

란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

컴퓨터가 알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고양이가 무엇인지를 배운 후

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

고양이 이미지를 잔뜩 긁어왔다고 한다. 과학 기술은 발전을 거듭

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

해, 오는 3월에는 구글의 딥러닝 팀에서 개발한 컴퓨터 바둑 인공

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능인 ‘알파고(AiphaGo)’가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과 서

그렇다면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로직

울에서 대국을 치른다고 하니, 딥러닝의 현주소는 여기서도 확인

(Logic)’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현업에 근무하며 이 논제에 대해

이 가능하겠다.

오래 고민해왔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추론해보았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15년 국내의 새로운 변화인 핀테
크(FinTech) 열기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or)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써 금융 민주화의
첨병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능형 로봇개발을 앞당기는 촉매제

P T
+

-

가격(Price)
가치(Value)
기대치(Expectation)
기타(etc)

P T
+

+

가 되어 그 영역을 웨어러블(Wearable), 의학 및 실버 산업 등 전
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결국 이는 각 산업 간 유기적인 결합체로써 시너지를 확대하여
우리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다.

시간

P T
-

-

P T
-

+

본 글에서는 투자 컨설팅의 자동화에 대해 다루며, 그 세부적인 사
항을 핀테크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
출처:유리치투자자문

1 해당 의제는 2015년 10월 28일 KOFINS와 핀테크포럼이 공동 주최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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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으로는 T(Time)를, Y축으로는 P(Price)를 설정해 그래프를 그
려보자. 필자가 생각한 로직의 기본 개념은 X축 시간의 경과에 따
른 Y축 가격 값을 어떻게 계산하고 추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2사분면의 경우, X축의 시간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
거로 되돌아가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 된다.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경우에는, Y축 가격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도
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므로, 가상의 세계나 부도난 회사가
극적으로 회생하여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탐욕의 영역이라 생각
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 연구 대상은 ‘앞으로의 시간’과 ‘앞
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1사분면에 집중시킬 수
있겠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리가 원하는 값(주가, 금리, 아파
트가격 등)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느냐가 주 연구 대상이 될 것
이다.

GICS100종목
출처:유리치투자자문,Yahoo(2016년1월29일기준)

물리적으로 그 어떤 값의 움직임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90도의 기
울기(수직적인 가격상승)를 가지기는 쉽지 않으며, 반대로 시간의

경제원론의 서두에 보면, 가격은 일정시점의 값(Stock)과 흐름

경과에 따라 X축에 영구히 붙어서 0으로 침묵할 수도 없다. 우리

(Flow)을 측정하라고 한다. 즉, 주가의 현재 시점의 객관적인 값도

가 찾고 싶어하는 것은 1사분면에서의 값의 방향과 속도의 조절이

중요하지만, 측정된 값의 전체적인 미래 흐름(Trend)의 추론이 더

다. 언젠가는 조절 가능한 영역이 늘겠지만, 조절이 불가능하여 최

중요해진다. 그 흐름을 제어하거나 또는 추적할 수 있다면 이는 현

소한의 추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는 근원적인 개념에서 출발

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종목의 실시간 검색이나 추천 및 자산

하여 확정적인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 분석’ 사례이다. 자산 관리의 주요 부문을

사례들을 살펴보자. 국내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종목 찾기에

담당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내 아파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좀더 진보하여 여타 금융기관들이 자

트 가격3)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었다.

산배분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Sector Signal Close

첫 번째로 ‘종목 선정’ 사례이다. 하단의 이미지는 GICS1002) 종목

전국

L

108.21

을 필자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초기 모델로 시

서울

N

105.69

뮬레이션하여 현재시점(2016년 1월 29일) 투자 및 보유 가능한

강남

N

105.58

강북

N

104.64

그룹과 중립(모니터링 대상)그룹 및 매도그룹을 -100~+100으로

경기

N

105.55

부산

L

105.96

점수화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결과치이다. 예

대구

L

131.23

인천

N

108.52

광주

L

112.57

대전

L

101.12

울산

L

109.30

를 들어, 40점 이상이 나온 종목은 매수(BUY)를, -40점 이하가 나
온 종목은 매도(Sell)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 분석(국내)
출처:유리치투자자문,Bloomberg(2015년11월기준)

2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999년에 공동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
분류 기준이다.
3 KB부동산시세로 전국과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주간 및 월간으로 데이터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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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 가격은 IMF 이후 추가적으로 2005년 다시 상승세

및 가스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관심을

를 이어갔으며, 2015년 3월 신고가를 형성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내에서도 모

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로보어드바이

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이슈 포인트를 잡아낼 수도 있다는

저에 의하면 전국은 지금 부동산 상승기로 예측이 되며, 유망지역

말이기도 하다.

4)

(L:Long) 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인
예측은 지방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전국과 지방의 가격차가 축

로보피아(Robo-Pia)를 꿈꾸며

소되었으며, 매매와 전세의 가격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

1977년 미국에서 메릴린치가 CMA(Cash Management Accout: 현

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금 자산 관리 계좌)를 내놓으면서 금융권의 수익이 서민들에게 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과거

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번 핀테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금융권

를 답습하여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

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서민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금융당국도 국

놓았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방향과 속도의 변화로 추정한 로보

민재산증식프로젝트를 이번 기회에 추진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

어드바이저의 예측 결과는 실제 거래 가격을 분석하여 기존의 부

의 ‘아래로의 금융’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지위는

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보다는 합리적인 결과치를 내놓았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금융산업은 지금과는 다

고 본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등기권리증의 전산화와 실거래가

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다.

공시로 인해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 시점에 금융인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한

적극적으로 활용될 새로운 발전 분야가 될 것이다.

다. 현재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시작되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
장은 가능성과 비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양의 모습을 답습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
장은 단순히 금융산업에 국한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종목을
찾거나 자산을 배분하는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도
연말 정산 관련 법규가 반영돼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매일 아침 음성
알람으로 제시해주는 서비스가 국내 실정에는 더 알맞은 로보 어
드바이저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로봇이 포드자동차의 컨
베이어벨트를 떠나 일반산업에서 금융산업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러한 방향은 비단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

부동산 시장 분석(해외-미국_댈러스:텍사스주)

야에 접목되어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출처:유리치투자자문,Bloomberg(2015년11월기준)

부동산에 대한 예측은 해외 시장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미국 케이스-쉴러 지수5)(Case-Shiller
Housing Price Index)를 분석해보면 상위와 같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텍사스 주의 댈러스6), 콜로라도 주의 덴버 등이 투
자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난다. 현재 미국 텍사스 주는 셰일 오일

4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결과로, L(Long:유망지역), N(Neutral:관심지역), S(Short:정체지역)을 뜻한다.
5 미국 주택시장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하는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다.
6 상위의 차트는 댈러스 지역의 가격흐름(죄측), 댈러스지역의 지수대비 초과수익률(우측)을 나타내며, 미국 부동산 우려와 상관없이 2000년 고점을 국내보다 앞선 2012년 4월에 이미
돌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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