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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텍 주식회사 소개 자료



1. 회사소개

주요 사업

머니포트 아이라

B2C

자산관리 마켓 서비스

Interactive Robo Advisor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솔루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新 개념 글로벌 자산관리 마켓

“자산관리의시작과끝머니포트”

콴텍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사용자 눈높

이에 맞춰진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솔루션

“누구나만드는로보어드바이저＂

큐오스크

Q-osk

무인화 점포 솔루션

대학가, 지하철 역사 등 설치 하여 계좌개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직원 연결 가능!

“최초자산관리무인화점포솔루션”



1. 회사소개

주요 협력사

콴텍은 머니포트 개발, 아이라 공급까지

수준 높은 대형 금융사를 선도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회사소개

연혁

2017
신한금융투자 MOU

콴텍 &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 운용 시작
9개 알고리즘 투자전략 운용

알고리즘 환경 구축 완료
DB, Stock Picking 엔진, Asset Allocation 엔진

2018
한화투자증권 MOU

이데일리 MOU

AG 인베스트먼트 Pre-A 6억 투자 유치

신한금융투자 계약 완료
알고리즘 트레이딩 컨텐츠 제휴

신한금융그룹 퓨처스랩,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선정

2016
창업

2020 (진행중)
2월 머니포트 서비스 런칭

아이라(신한, NH, KB) 도입 준비

랩어카운트·신탁(신한, 교보, 메리츠, 하나 등) 런칭 준비

공모펀드(IBK, NH-Amundi) 런칭 준비

2019
투자자문사 등록

IBK기업은행, 신한캐피탈 등 Series-A 30억 투자 유치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참여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과 국내 최다 20여개 알고리즘



시장의 크기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토스 기업 가치 1.4조
매출205억 | 영업이익 -391억

야놀자 기업 가치 3조
매출 1,000억 | 영업이익 -150억

쿠팡 기업 가치 5.3조
매출 3조 | 영업이익 -5,000억

자산관리 시장

1,001조
ELS, DLS 95

공모펀드 400

특정금전신탁 391

랩어카운트 115



“온라인 시대에 아직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할까?”

2016년

온라인 계좌 개설 허용

“물건 사고 송금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처야 할까?”

2014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오프라인에서만 계약할 수 있는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을까?”

2018년

온라인 일임 계약 허용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제도의 변화, 새로운 기회

토스 카카오뱅크 머니포트

온라인 일임계약 이란?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가입해야 했던 상품을 온라인 계좌개설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해 지는 것

일임계약과 온라인 펀드 차이점? 펀드는 가입한 고객의 돈을 하나로 뭉쳐 운용하는 집합투자로 개인화 제공 및 관리가 불가능 하지만 일임계약은 고객 개별 계좌를 관리 하므로 개인화 제공 및 관리 가능

v1.0

간편 송금, 간편 결제

v2.0

인터넷 은행

v3.0

자산 관리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시장의 변화,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의 디지털화
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금융 채널 급증

구조 조정, 영업점 폐쇄
전통적인 금융계 종사자 10,000 여명 감소

(15년 부터 18년 까지)
디지털 가속화

인력, 지점 감소로 인한

OFF-LINE 고객 온라인 전환

디지털 세대 특징
긍정적 반영

자신만의 가치, 개인화 경험, 능동적, 

진정성, 투명성, 상호협력 (공유),

불합리에 대한 저항감

사회적 문제
일자리 감소

금융기관 인력이 퇴직 후

1인 투자자문 업체를 설립 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

및 보험 에이전시로 이동



운용의 변화, 사람의 주관이 철저히 배제 된다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1996

2017

2019

4%

96%

32%

68%

미국 펀드 점유율 2019년 12월 역전 한국은 이미 2018년 초 역전

주관이 배제된 펀드

주관이 개입된 펀드

2006

2017

2018

40.8%

59.2%

43.8%

56.2%

52.8%

47.2%

거세게 불어 닥치는 운용 방식의 변화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Moody’s Investors service Calculations & BofAML Global Investment Strategy. EPFR Global



하지만 현재, 온 · 오프라인 시장

금융감독위원회 ’17년 온라인 채널 펀드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6년12월 개인의 금융투자 실태’ 분석 보고서, 중복응답 가능

15%

온라인 판매 비율

85%

오프라인 판매 비율

82.6%

27.4%

22.1%

3.9%

0.3%

금융회사 창구

직원/설계사 방문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기타

금융투자상품 구매 채널

모든 온라인 자산관리 업체가 15% 시장에서 각축전

하지만 85% 는 자산관리사가 대면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판매 되고 있다.

2. 트렌드를 알아야 금융의 미래가 보인다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IRA”

온 · 오프라인 아우르는 상식의 파괴

모든 증권사, 은행, RA업체 의 상용 가능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고작 35개

이런 알고리즘, 전문 업체만 만들 수 있는 걸까?

상식의 파괴

금융상품판매 최전선에 있는 수 많은 판매 대행인 그리고 개인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어서 온 · 오프라인 고객에게 팔 수 있게 된다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그들과 상생을 꿈꾼다.



상식의파괴가가능한차별적인기술력

✔누구나쉽고간편한맞춤포트폴리오설계

✔내가만든포트폴리오,머니포트에올려판매하고공유

✔알고리즘에기반한자동화된포트폴리오관리

✔암호화폐, P2P펀드등다양한상품까지가능한확장성



상식의 파괴가 가능한 차별적인 기술력

소비자의눈높이에 맞춰 기술 집약한 콴텍의 차별적 기술력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 특허출원 10-2018-0073826 ‘글로벌 자산배분 서비스와 그 장치’ 외 2건 진행 중

쉽고간편하게

투자전략을만든다!

① 전세계 투자하고 싶은 투자상품을 선택

② 선택한 투자상품의 비중이 콴텍 알고리

② 즘을 통해 최적의 투자 비중으로 배분되

② 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투자하고 싶은

② 상품 들이 거둔 수익률을 확인

③ 여기에 다른 투자상품을 추가하거나 기

② 존에 선택된 투자상품을 빼고 다시금 과

② 거 수익률 확인 가능

①

③

전문가가 만드는 생태계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②



①

②

※ 특허출원 10-2018-0073826 ‘글로벌 자산배분 서비스와 그 장치’ 외 2건 진행 중

전문가가 만드는 생태계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누구나볼수있게

로보어드바이저를판매!

① 판매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이

원하는 옵션으로 랭킹을 매겨 확인

② 특정 고객별 맞춤 투자상품 제공



※ 특허출원 10-2018-0073826 ‘글로벌 자산배분 서비스와 그 장치’ 외 2건 진행 중

전문가가 만드는 생태계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내가투자한투자상품

온라인으로확인하고관리!

어떻게 투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상품 투

자 내역을 간편하게 웹 / 모바일 에서 관리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 전부 팔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14% 내 잔고 :

“고객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해

모두 팔지 않고 가능한

맞춤 포트폴리오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오프라인 소비자의 니즈



최적포트폴리오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구성시벤치마크 (기존보유주식 100%) 와실시간

비교해성과평가및추천

1:1 맞춤포트폴리오제공

고객의보유주식을일부매도하거나추가불입해

현재보유주식을포함, 글로벌자산배분맞춤포트폴리오생성

보유중인삼성전자 40% 매도해

기존보유주식을포함한글로벌 ETF 포트폴리오구성!

기존 100% 보유시 -14%

글로벌 ETF와포트폴리오구성했을시 +2.8%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소통과 대화로 맞춤 포트폴리오 설계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소통과 대화로 맞춤 포트폴리오 설계

포트폴리오리밸런싱자동화

포트폴리오구성후설정된리밸런싱주기와시점및위험설정

에 맞춰자동으로리밸런싱진행

기본포트폴리오추천

PB가상담을통해직접구성하는포트폴리오외, 현재시점에

간단히고객에게추천가능한기본포트폴리오탑재

국내주식과글로벌 ETF를조합해

고객이원하는최적의포트폴리오제공!

삼성전자만 100% 보유시 -14%

글로벌 ETF와포트폴리오구성했을시 +20%



큐오스크 - 증권사 최초의 무인화 점포 솔루션

대학가, 지하철 역사 등 설치하여 계좌개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직원 연결 등이 가능한 “증권사최초무인화점포솔루션”

Q-osk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오프라인에서 증명되는 아이라 사용자의 니즈

OO증권 마케팅실 OOO차장

“쉽고 직관적이다. 영업점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상담 고객이 영업점 직원을 정말 전문가처럼 느낄 수 있을 듯 하다.”

OO투자증권 지점 OOO과장

“고객을 설득하고 상품 판매가 너무 편해질 것 같다.

내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면 무분별하게 상품을 파는게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맞춤 포트폴리오에 실시간으로 확인까지 가능하니…”

OO금융투자 지점 OOO팀장

“로보 어드바이저는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어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할 수 있다니… 

상상도 못 했다.”

OO투자증권 지점 OOO PB

“이거 우리만 독점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3. 금융의 미래 “머니포트” & “아이라”

존 보글 (뱅가드 설립자)

“단순하고 간단한 설명일수록 올바른 것일 확률이 더 높다”

개념
기업 시가총액이 작을 수록, 기업 가치가

저평가 될 수록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파마 & 프렌치의 논리

방법론
1. 시가총액 하위 20%

2. PBR 0.2 이상

3. PBR이 가장 낮은 10개 종목

4. 분기 단위 정기 리밸런싱

5. 상시 실시간 관리

기준일 : 2019.05

콴텍의 운용전략의 차별성

국내 해외 (Universe S&P 500)



19.01.23 기준 1326개 펀드 중 1등

S 증권사에서 운용한 9개 “국내 주식 운용전략” 평균 성과

MASS 고객을 타깃해 “1개 운용전략 당 150만원”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콴텍 & S 증권사 컨소시엄, 6개 운용전략 (20.03.25 기준)

금융위원회 주관 운용전략 공개 테스트 참가

국내 모든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RA업체 포함

콴텍이 가장 많은 운용전략 공개 및 최초 100만원으로 가능한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RA 테스트베드 사무국 발표 (20.03.05 기준)

RA 테스트베드 운영현황

금융위원회 주관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알고리즘의 견고성, 
운용능력, 자동화 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실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에
‘로보 어드바이저’ 단어 사용과
비대면 일임 자격을 부여

콴텍의 6개 투자 알고리즘은 금융위원회로
부터 서비스 상용화 자격 부여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중
비대면 일임이 가능한 알고리즘 전략 최다
보유 업체로, 비대면 일임 앱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이하 NH투자증권 4개, 대신증권 4개, 미래에셋대우 4개, 
KB국민은행 3개, 키움증권 3개 순)



해외자산



국내자산



콴텍투자자문(예정)의 매크로 퀀트 모델 전략

콴텍 글로벌 알고리즘 모델

기본팩터모델

매크로
유사도측정

시장상황에
맞춘자산배분

퀀트전략의일종인팩터모델사용

각각의스타일을가진재무팩터를활용하여주식전략의분산화

전략별상관계수를통한유사전략제외및전략확정

KOSPI 지수, 환율, PMI, 채권이자율등다양한변수를통한매크로상황측정

유클리드거리를변형한측정방법으로각각의시점과유사한매크로시점확인

유사도수치에따라서투자비중결정

현재매크로시장과유사한과거매크로시장상황탐색 (유사도계산)

전략별상관계수분석및클러스터링알고리즘을통한전략의확정

매크로유사도수치와해당시점의전략별수익률에따라서전략비중을동적으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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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미래, 자산관리 마켓 서비스

머니포트

최고 수준의 금융 투자 상품 개발 능력이 합쳐진

자산관리 마켓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미래 금융을 선도 하겠습니다.

Contact u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타워 14층 콴텍 주식회사

sglee@quantec.co.kr

010-4537-8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