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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회사명

주식회사 코봇랩스

대표이사

왕건일

주요 서비스

암호화폐 차익거래 서비스

비즈니스 영역

암호화폐 차익거래, 시장중립전략 등

설립일

2011.12 코인에스닷컴 / 2018.10 (주)코봇랩스

임직원

5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층 코봇랩스
3708, 37/F Tower Two, Lippo Ctr, No 89,
Queesway, Hong Kong

웹사이트

https://korbot.com

기업문화

https://korbot.com/our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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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최초 암호화폐 자동거래 기업에서
세계 최고 크립토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거래 솔루션 기업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원천기술과 서비스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7종류의 자동거래 봇

코봇은 강한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지닌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개발진과
운영진이 모여 고객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코봇은 다양한 봇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봇이 지닌 수많은 기술들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봇의 자동거래 봇은 8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알맞는
봇을 선택하거나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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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

최고의 자동거래 솔루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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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거래효율 및 관리능력
극대화

저위험으로 수익을

매년 점진적으로

24/7 안전하고 빠른

간단한 제어도구로

내는 정교한 알고리즘

성장하는 차익거래 시장

암호화폐 자동거래

편리해진 자산관리

코봇은 우수한 자동거래 솔루션을 통해 개인과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보다 올바르고 스마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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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미션

365일 24시간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선
시스템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한 거래방식입니다.

VIP를 위한

자동거래 솔루션을

쉽고 편하게

모든 국가/내국인 & 외국인

통계적 차익거래 봇

완전한 자동화

기관 트레이더 / 개인 트레이더

주기적인 리밸런싱

모바일과 웹 지원

거래소와의 수수료 제휴

거래현황 리포트

24/7 CS 서비스

5

2

시장

수 조원대로 성장한
암호화폐 차익거래 시장

대한민국*

홍콩기반*

MIT와 런던경제대학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7년 암호화폐 차익거래 시장은
3.3조원 이상의 규모 였습니다. (Reference)

OKEX 선물시장
미국

2016년 12월 ~ 2018년 1월

거래소

코인종류

시장규모 (USD)

대한민국

Bithumb, Korbit

BTC, ETH, XRP

5-8 Billion

일본

BitFlyer, Zaif & Quoine

BTC, ETH, XRP

4-7 Billion

중국

Huobi, BTCC

BTC, ETH, XRP

2-4 Billion

홍콩

BitFinex, OKEx

BTC, ETH, XRP

2-3 Billion

동남
아시아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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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암호화폐 시세차이

높은 가격 변동성과 그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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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솔루션

통계적 차익거래 시스템
코봇 통계적 차익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시
세가 높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뒤, 추후에 양 거래소 시세 차이
에 변화가 생기면 매수를 한 거래소에선 매도를 하고, 매도 했던
거래소에선 매수를 하여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 봇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거래하며 작은 수익을 축적하는 것
이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봇의 장
점은 거래소간 자산이동이 없어 안정적이며, 메이커 기반의 거
래로 수수료가 저렴하며, 시세추세와 상관없이 수익을 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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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솔루션

차익거래 종류와 봇 타입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
다. 첫번째는 암호화폐를 믿으며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이

코인 봇

라고 생각하는 ‘코인형’ 유저 입니다. 두번째는 암호화폐를 믿지
않으나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원화형’
유저 입니다. 두 유형의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더라도 거
래하는 방식이나 목적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코봇은 코인형 유저를 위해 코인 수량을 증가시키는 ‘코인 차익
거래 봇’과 원화형 유저를 위해 원화(KRW) 수량을 증가시키는

비트코인 시장

BTC 차익거래 봇

이더리움 시장

ETH 차익거래 봇

원화 봇

KRW 차익거래 봇
리플 시장

XRP 차익거래 봇

비트코인 캐시 시장

BCH 차익거래 봇

‘원화 차익거래 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를 통해 원화
자산을 늘릴지, 코인자산을 늘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투자성향과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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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코봇의 경쟁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암호화폐 시장엔 타 차익거래 경쟁업체가 존재합니다. 코봇은 기

차익거래 봇은 시장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봇 차익거래 시스

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3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 했습니다.

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물거래의 활용: 4종류의 선물거래를 차익거래에 활용하여

—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증대는 시세왜곡을 증가시켜 더 많은 수

훨씬 다양한 차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 거래소 정책: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입출금, 이벤트 등의
— 메이커 기반 거래: 대부분의 자동거래 시스템이 테이커를 기반

정책은 일시적인 거래량과 왜곡을 증가시켜 봇에 영향을 줍니다.

으로 작동하는 반면, 코봇은 메이커(Maker)와 테이커(Taker)를 복
합적으로 사용하여 훨씬 효율적인 거래를 합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과부하는 한쪽 거
래소의 암호화폐 시세(주로 국내 거래소)에 왜곡을 줍니다.

— 병렬처리 기술: 매매주문 병렬처리 기술을 활용해 많은 양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장내 차익을 최대한 실현할

— 환율 등 경제요인: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 암호화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폐 시세가 환율을 반영하지 못해 시세왜곡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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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2016 BTC 차익거래 수익률

2017 BTC 차익거래 수익률

2018 BTC 차익거래 수익률

40.17%

147.55%

45.74%

지난 3년간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평균 18% ~ 23% 사이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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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알고리즘 개발기간

월 최대 거래량

최대 운용 자산 (2017년)

59개월

7,000억 원

320억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검증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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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고액자산자 비중

기관 트레이더 비중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중

45%

25%

30%

다양한 고객층이 코봇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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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6년간의 운영실적

알고리즘과 시스템

6년간의 신뢰와 믿음

최적의 보안체제와 서버운영을 통해 고객의 정보와 트레이딩

수 년간 쌓아온 운영실적과 고객과 함께해온 시간은 그 무엇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년간 축적한 시장 데이터

도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암호화폐

와 독자적인 머신러닝 기술로 코봇 알고리즘을 시간이 지날수

투자경험이 보다 특별하고 세련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에

록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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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왕건일

송 준

CEO

CFO

공동창업자 겸 기획이사, 빗썸 거래소

공동창업자, 블락지 코리아

대표이사, 코봇컴퍼니

암호화폐 고문, BitWeb 매거진

기획이사, 베잔트 프로토콜

라스트코인 저자

엔지니어, 마이다스 IT

어드바이저, 뉴스로그

단국 대학교 건축공학

버지니아 대학교 (UVA)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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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8

1 1 코봇 아폴로 런칭 (https://apollo.korbot.io)

2016

1 2 누적 이용자 1,500명 돌파

1 0 OK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쉽

비트코인/이더리움 자동거래 3세대 봇 적용 완료

코봇 웹사이트 리뉴얼(https://korbot.io)

차익거래 기반의 자금관리/ 해외송금 방법 특허 출원

9 코봇 플랫폼 백서(Whitepaper) V.1.1. 리뉴얼
(주) 코봇랩스 법인 설립 및 센터원 이전

2015

1 2 누적 이용자 1,000명 돌파

8 코봇 알고리즘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거래비용” 절감

1 1 비트코인 자동거래 2세대 봇 개발 및 적용 완료

7 암호화폐 시세예측 알고리즘 ‘코봇 시그널’ 런칭

7

알고리즘 정밀제어시스템 탑재

1 2 연간 수익률 140% 돌파

9

한국 최초 비트코인 자동거래 1세대 봇 출시

8 코봇 4세대 알고리즘 개발 및 탑재

3

세계 최초 비트코인 시세예측 프로그램 출시

5 코봇 플랫폼 백서(Whitepaper) V.1.0 출시
2 코봇 플랫폼 프로젝트 시작

2017

2014

5 머신러닝 기반 시세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완료
국내 유일 코스닥 상장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와
봇 납품 정식계약
거래가능 암호화폐 5종 확장 | 알고리즘 특허 등록

2013

1 2 암호화폐 자산관리 커뮤니티 코인에셋 운영
1 1 회사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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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개발

코봇 연혁

코봇 1세대

코봇 2세대

코봇 3세대

코봇 4세대

실전 배치

2014.12 ~ 2015.07

2015.07 ~. 2016.04

2016.05 ~ 2017.05

2017.05 ~ 현재

엔진 탑재 기간

8개월

9개월

12개월

현재 적용중

최대 가용 비트코인

400 BTC

800 BTC

6,400 BTC

128,000 BTC

운용 머신

인텔 i5 서버 2.0

i7 서버 2.0

i7 서버 4.0

t3.2xlarge 8 cpu 32 ram

핵심 전략 알고리즘

BLSH (5.0)

BLSH (7.0) + Arbitrage

WhaleSlayer 1.0

Swap HFTA 1.0

알고리즘 암호화

MD5

SHA 128

SHA 256

SHA 512

지원 기술

HTCS

HMCS

SHMS

기계학습 + 시그널

활동 거래소

OKCoin

OKCoin

OKEx & 빗썸

OKEx, 빗썸, 코인원, 업비트

전략적 엔진 개발비

25,000 USD

60,000 USD

500,000 USD

1,40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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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특허 제 10-1789444 호
차익거래 기반의 자금관리를 이용한 해외
송금 방법 및 그 기록매체
출원인 2016 년 11월 14일
등록일 2017년 10월 17일
*위 기술은 코봇의 통계적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 등의
알고리즘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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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대학 연구결과

Independent Audit
Report by Boston
University Faculty of
Finance
주식회사 코봇랩스 차익거래 봇 퍼포먼스
분석 연구결과
2019년 3월 22일 연구시작
2019년 5월 2일 연구완료
*결론: 코봇 차익거래 봇은 연구기간 동안 BTC 수량을 의
미있게 증가 시켰으며 적당한 시장변동성에서 더 좋은 성
과를 보입니다.

19

CONTACT US

Korea Air
Tower

회사 주소

World Trade
Center

Seoul Metro Line 2, Samseong-Station Gate 5 (1 Minute Walk)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 출구 길따라 직진후 우측길로 이동 - 파르나스타워 29층

Phone |

010-9453-3440

Email |

contact@korbot.io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층 (삼성동 159-8)

Address |

Parnas Tower, 29F, 521,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Hyundai
Department
Store

korbot labs

Teheran-ro

Samseong Station

Shinhan Bank

Email: contact@korbot.io
Website: www.korb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