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스스탁US
미국주식 추천/진단/발굴 서비스

“매일 밤, 투자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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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데이터히어로는 빅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파트너_

2019년 9월 (주)데이터히어로 설립

2020년 2월 키움증권 ‘월가히어로’ 공급 계약 체결

2020년 3월 더벨 ‘월가히어로’ 공급계약 체결 
빅 데이터 기술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20년 5월 벤처기업인증 
DATA-Stars 선정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년 11월 키움증권 ‘초이스스탁US’ 서비스 오픈

2022년 이베스트증권, SK증권 ‘월가히어로’ 공급계약 체결 
SK증권 ‘초이스스탁US’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2021년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 한국투자증권, 
하나금투, 미래에셋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2021년 9월 한국경제TV 미국주식창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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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적극적인 R&D 투자와 
알고리즘 개발, 콘텐츠 자동화 기술

데이터히어로는 빅 데이터 수집,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이 많은 
인력이 모여 만든 회사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R&D 투자와 알고리즘 개발, 콘텐츠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금융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 재무, 실적, 주가 데이터 분석 기술 

• 데이터 오류 체크 시스템 

• 차트 자동 생성 시스템 

• 컨텐츠 생성 시소러스 시스템 

•  컨텐츠 자동생성, 송출 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 / 시각화

• 빅 데이터 수집, 저장 기술 

• 데이터 전처리 / 후처리  기술 

• 사용자 데이터 이용 정보 분석 기술 

• 투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재무정보 분석, 시각화 솔루션 

• 투자매력 분석, 시각화 솔루션

• 기업 적정주가 계산 알고리즘 

• 기업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알고리즘 

• 서프라이즈 정보 여부 판단 알고리즘 

• 포트폴리오 진단 알고리즘 

• 퀀트 매매전략 알고리즘 

• 취향 저격 종목 추천 알고리즘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애널리스트 & 저널리스트

투자 의사결정 알고리즘

알고리즘 
개발 기술

콘텐츠 
자동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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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기술평가 우수기업(T-4등급) 인증 
중소기업 중 최고 기술 평가 등급 획득

•기술분류 : 데이터 서비스 

•기술명칭 : 금융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서비스 

•기술등급 : 기술평가 우수기업 (T-4) 

•인증기관 : NICE평가정보

* 기술평가 우수기업 T-4 등급 

기술신용평가(TCB)는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과 기술 사업역량을 평가합니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T-4등급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기술 등급에 속합니다.



5

회사개요

차세대 데이터 유니콘 육성 사업 
‘2020 데이터 스타즈’기업으로 선정

•과제명 

   빅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 미국주식 분석 서비스 

•선정일 : 2020년 5월 

•주최 : 과기정통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기술등급.

* DATA-Stars 기업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 34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거쳐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가치가 높은 기업 최종 12개사를 선정, 

정부지원금 및 VC연결 등 데이터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밤, 투자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초이스스탁US
미국주식 추천/진단/발굴 서비스

•서비스 출시 : 2020년 6월 
•서비스 제공사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경제TV 등

월가히어로
미국주식 분석, 데이터 서비스

•서비스 출시 : 2020년 1월 
•서비스 제공사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더벨 등

데이터히어로의 빅 데이터 처리 기술과 서비스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주식 분석 상용 서비스를 출시 했습니다.

6



7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

내 보유종목은 
괜찮을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기업분석 리포트/ 
투자매력 점수 등을  
제공합니다.

전 종목 적정주가와 
고평가/ 저평가 가격을 
미리 제공합니다.

투자유망/ 투자유의 
종목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이스스탁US는 
 고객의 니즈를 핵심 서비스를 통해 해결합니다.”

Photo by Patrick Fore on Unsplash

투자 위험은 
없을까?

재무안전성 분석 등으로 
투자 위험 기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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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ice의 불편한 진실 

Price는 Target Price에 후행한다?
Consensus의 불편한 진실 

증권사 매도의견은 언제 나올까?

“금융 서비스에서 ‘고객의 신뢰’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Photo by Patrick Fore on Unsplash

글로벌 렌터카 기업 : 허츠글로벌  Price VS Target Price 
•  허츠 글로벌 파산 신청 소식에 2020년 3월 이후  주가 20 달러 →1.5 달러로 92% 급락 

•  주가가 이미 하락한 이후 증권사의 Target Price가 따라가며 하락 

전 종목 투자매력 점수와 적정주가 산정의 중요성

•중국의 스타벅스 커피로 평가 받으며 나스닥에 상장한 

루이싱커피 분식회계 뉴스로 4월 2일 하루 만에 주가 80% 급락 

•컨센서스는 4월 20일 기준, 9개  증권사 중 1개 증권사만 매도 의견

•  데이터히어로는 부실 기업의 투자매력 점수는 낮게, 

 그리고 적정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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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서비스 서비스 설명

추천

종목추천 투자포인트, 추천가, 매도가를 포함한 종목 추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추천 포트폴리오 종목추천 및 매수/매도까지 실시간 리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부주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로봇이 매일 5종목을 추천합니다.

진단
원스톱 진단 관심종목(♥)으로 설정한 종목을 투자유망 종목과 유의 종목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진단합니다.

인기종목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인기종목의 투자매력 점수와 적정주가를 제공합니다.

발굴

투자매력도 순위 미국주식 6,200여개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도 종합 순위를 제공합니다.

투자레시피 다양한 주제의 종목발굴 리스트를 제공하며, 해당 주제별 종목순위를 함께 제공합니다.

종목캐치 회원의 선호종목을 파악하여 유사항 종목을 추천합니다. 나도 몰랐던 취향저격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종목노트 실적 및 배당 예정 기업과 시장에서 관심있는 테마에 대한 종목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기타 알림(푸시 서비스) 종목추천, 매매현황, 아침시황 등 회원에게 콘텐츠 업데이트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대가의종목(워런 버핏, 세스 클레먼, 빌 나이그렌) 

증권사 프리미엄 회원에게 

미국주식 추천, 진단, 발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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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이스스탁US 주요 서비스  

1. 재무제표, 투자지표, 재무차트 

2. 전종목 투자매력도 분석 

3. 승부주 & 종목 추천 리포트 

4. 추천 포트폴리오 

5. 업데이트 리포트(실적, 이슈, 목표가 상/하향 등) 

6. 종목족보 리스트클 

7. 전 종목 적정주가 제공 

8. ‘취향저격’ 종목캐치 서비스(고객 취향에 최적화된 종목 자동 추천) 

9. 보유종목 원스톱 진단 

10. 투자 알림 서비스 (관심종목으로 설정한 종목의 종가,배당, 실적발표 정보 알림)



주요 투자지표를 연간/연환산/분기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1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연간/연환산/분기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매출액, 이익률, 부채비율, PER, PBR등을 
재무차트(10년)로 제공합니다.

01. 재무제표, 투자지표, 재무차트 등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일 전 종목 투자매력도 순위를 제공합니다. 
투자 유망기업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12

배당, 독점력, 안전성 등 22개 요인분석을 
통해 투자매력 점수를 제공합니다.

투자매력 분석 항목별 세부 테이터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02. 전 종목 투자매력 점수와 순위를 제공합니다.



투자 로봇이 발굴하는 승부주를 
매일 5개 제공합니다.

13

직접 분석한 종목추천 리포트를 
주 2회 이상 제공합니다.

승부주는 펀더멘탈, 저평가, 수급분석을 
모두 통과한 기업을 엄선해 추천합니다.

03. 종목추천 리포트와 승부주를 제공합니다.



목표가 달성 기업은 포트에서 제외되며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초보 투자자를 위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추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04. 초보 투자자를 위해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특허 소송 등 이슈 발생 시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와 매매판단 의견을 제시합니다.

15

실적 발표 시 추천 종목에 대한 
실적 분석 및 업데이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목표가 상향 이슈(가이던스 상향 등) 
발생 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05. 이슈 발생시 업데이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부실 기업의 적정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 종목 적정주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평가/적정가/고평가 가격을 제공합니다.

06. 국내 유일, 전 종목 적정주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ER 

•PBR 

•EV/EBITDA 

•ROE 

•Standard 

Deviation 

•MAX 

•MIN 

•SD / AVG 

•Forward EPS 

•Forward ROE

•Risk  Company 

Filtering 

•Classification by 

Industry 

•Determination of 

valuation type 

•Determination of Max 

multiplier 

•Determination of Min 

multiplier

•Return 

•Alpha  

•Hit Ratio 

•Sharp Ratio 

•Maximum draw-

down

데이터 수집·가공 적정주가 계산 성과 분석

16



부실기업 적정주가 계산 사례 (허츠글로벌 HTZ)우량기업 적정주가 계산 사례 (애플 AAPL)

✓ 국내에서 전 종목 적정주가를 제공하는 곳은 데이터히어로가 유일합니다.

17



나도 몰랐던 내 취향의 종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관심종목을 선택하면, 
취향을 반영한 종목을 추천합니다.

07. 넷플릭스 영화 추천처럼,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종목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고객의 종목 
취향 결정

•Search history 

•Watchlist 

•Survey

데이터 수집

취향 분석

결과 제공

단말기 
(모바일, PC)

Collaborative FilteringContents based FilteringSearch history analysis
검색이력 분석 유사도 분석 선호도 분석

18



투자유망/ 투자유의 종목을 진단해서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관심종목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원스톱 진단을 받아보세요.

08. 보유종목을 원스톱 진단해 드립니다.

19



버핏의 애플 집중투자 소식에 
버핏이 집중 투자할 만한 종목 콘텐츠 제공

20

SK바이오팜과 미국 우량 제약주를 
비교, 분석한 콘텐츠 제공

미국주식 배당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배당불패 미국주식 30선 콘텐츠 제공

09. 트렌드, 이슈, 테마에 대한 종목족보 리스티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전일 주요 시황과 추천 종목 특징주와 
이슈를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21

관심종목의 전일종가, 실적발표, 배당락 등의 
정보를 푸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10. 매일 아침, 투자 알림톡(PUSH)을 통해 전일 시황과 편입종목 특징주를 배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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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전문가들도 초이스스탁US를 추천합니다.

VIP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우리는 해외여행을 할 때 언어의 장벽과 
현지 지식 부족을 이유로 가이드를 고용한다. 

해외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투자대상은 너무나도 많고 
현지 기업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이때 ‘초이스스탁US’라는 가이드를 써보자.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며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일품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미국 가치주에 손쉽게 접근해보세요.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활짝 열렸지만, 
한글로 된 미국 기업 정보를 얻는 데는 제한이 많습니다. 

빅 데이터에 기반한 초이스스탁US의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 파이낸스 김형민 대표

“미국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초이스스탁을 추천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초이스스탁US’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다각도 투자
매력 측정, 투자성향에 맞는 종목추천 서비스는 여러분의 투자 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스플레인 주은환 대표

“작년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100조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여전히 투자자의 시선은 FAANG과 
MAGA로 대표되는 테크기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외 수천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려있
음에도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초이스스탁US는 투자자의 이러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상다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02_6225_2300 
•good@datahero.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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