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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s in presenting scienti fic journal quality doc published by the publisher of Nobel lectu res that can 
meet the most stringent regulatory/compliance expectations and invitations to chair and speak at top-level academic 
conferences such as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ractical success, as in producing steady outperformance of 100bps unleveraged in Greater China/Korean/Japanese markets 
despite how “choppy” markets have been in Asia.

External recognition, with 16 international awards/recognitions and the methodology was used by BlackRock to spot the 
demise of giant hedge fund Amaranth (as one of the two firms to get out right on time), an event that was documented by the 
book “Hedge Hog” which was reviewed o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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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SPA 소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HedgeSPA의 핵심 투자 분석 
도구 리스크 및 자산부채 종합 관리 플랫폼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일반적인 다중 자산 투자 
절차의 모든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활용 방법         작동 원리    
빅데이터
빅 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막대한 양의 
기업 및 경제 지표를 수집해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별합니다.

손실 관리
후행시나리오와 사용자 지정 확률을 
결합하여 손실을 최대 75%까지 줄입니다.

고성능/양자 컴퓨팅
고성능/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개발, 
프런트엔드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일상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고 광범위한 
자산군을 분석하여 여론 및 호재 파악

후행시나리오
시장 조사 및 내부 시장 관점으로 
구성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스트레스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 학습 모형이 예측 오류를 
통해 학습하여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외부 실적

2021년 일본 
파이노피치상 수상

2018년 ETNet 핀테크 어워드 우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부문 수상

2017년 싱가포르 
금융관리국 핀테크상 수상

시나리오분석

미리 정의된 혹은 사용자 지정 
시나리오를 통해 후행시나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스트레스 시험을 진행합니다.

자산선택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대량의 
기업 및 경제 지표를 분류해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찾습니다.

요인분석

각 자산의 단일 및 다중 요인 표시를 
사용자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영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수익률 속성

선행 및 후행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 손익 발생의 
주요 원인을 분석 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중자산처리
가치 감정이 어려운 장외 자산 
기능까지 완전히 포함하는 
기본 다중 자산 및 
빈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작업흐름 자동화
자동으로 투자 관련 뉴스 및 
소셜 미디어 여론을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이점
1. 지속적인 평균 상회 실적
2. 첨단 데이터 분석 도구
3. 통합 불필요

전개 가능 샘플 전략: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 인핸스드 코스피 200평균 
수익률 상회 투자 실적(레버리지 없음, 
투자자 정의 업종 편향)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기존 데이터 및 거래 연결 포함 
"가이드 여행"식 응용 프로그램

에이피아이 서버

기존 투자자 포털에서 
브랜드 보존이 필요한 
기관 대상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
Buy측 기관투자자 
대규모 전개 지원

투자 종목
제한된 위임장 
하에서 실행 지시를 
요청하는 투자자 지원

대표번호: +65 9183-1492

스카이프: hedgespa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X-허브 도쿄

(도쿄도 주관)선정 

일본에서 유일하게 

성과 보고한 외국 

핀테크 기업 2019년 유럽금융경영협회(Efma) - 엑센추어 글로벌 
인셔테크상 수상 

서비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