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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개소사 

 

 

전통적으로 자산운용산업의 주된 고객층은 기관

(institution)이나 고액자산가(HNWI: high-net-worth 

individuals)였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산업이 노동집약적

인 산업일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고도의 

교육 및 훈련과 장기간의 경험을 필수적으로 쌓아야 하

기에 서비스가 매우 고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높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소수의 고액자산

가들, 혹은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기관투자자만이 자산

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서비스는 기관이나 고액자산가가 아니라도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

니다. 사람은 모두 나이가 들게 되면 은퇴를 하게되고 그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가능

한 시기에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에도 비

용이 들어가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간의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으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제주도에 별장을 소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산업 내에서 고액자산가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비

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전 세계 자산운용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8 경원 중 40%에 

해당하는 약 3 경원 정도의 자산이 연금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적으로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연금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 세대 안에 

대부분의 연금이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즉,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개인이 자신의 은퇴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운용시장의 가장 큰 파이는 고액자산가가 

아닌 고객, 즉 “not-so-rich”를 위한 “맞춤형” 자산운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노동집약적인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상 일반인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센터장 김우창 교수 



는 소액자산가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두 가지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적인 함의입니다.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지만 고비용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므로, 비용혁신을 통해 양

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자산운용시장에

서의 독점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에 대한 함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노후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기술력에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

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을 통한 혁신만이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의 많은 과업을 자동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동화를 통

해 좀 더 표준화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

는 문제는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 아주 낮은 원가로 해결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업만을 사람이 수행한다면, 서비스 단가가 낮아지고, 따라서 자산운용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금융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기에 , 서비스 제공업

체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함께 시장의 확대를 통한 매출 증진을 바랄 수 있고, 고

객 입장에서는 비싸서 엄두를 못냈던 자산운용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나아

가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금융의사결정에 의한 빈곤층 확대를 막을 수 있기에 사회안

전망의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는 자사운용시장에서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자산운용기술분야의 산학연 연구역량을 

모으는 거점을 마련하고, 그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연구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 응용산업과 생태계가 구축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융산업

의 경쟁력의 핵심이 자본력에서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산운용기

술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본 센터가 의미있는 학문적, 산

업적,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개소 기념 포럼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KAIST 총장 강성모입니다.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의 출발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후원해주셨을 뿐 아니라, 바쁘신 중에도 

직접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삼성자산운

용 구성훈 대표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센터창립

을 기념하고 본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어

려운 걸음을 해주신 프린스턴 대학의 John Mulvey 교

수님과 칭화대학의 Andrew Yao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Professor Mulvey and Professor Yao. It is my greatest honor and pleasure to have 

you here, and I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Korea. 

 

최근 금융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의 본질은 기술을 통

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열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이 자

본력에서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여러 분야 중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산운용산업

일 것 입니다. 자산운용산업이야말로 자본력이 거의 유일한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산업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 

산업이나 제약산업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지만 타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기술이 주는 경쟁 우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자산운용산업에서의 경쟁의 문법은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

다. 즉,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핵심 경쟁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일례

강성모 KAIST 총장 



로 미국 노동부가 올해 4 월 발효한 “conflict of interest rule”은 퇴직연금시장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이 뒷받

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 체제 하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대형투자은행들은 에

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자산운용업의 가장 큰 파이는 "customized wealth management service 

for the not-so-rich", 즉 일반인을 위한 개인형 맞춤형 자산관리에 있다고 합니다. 현

재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저는 카이스트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의 설립을 통해 카이스트가 전 세계적으

로 해당 분야에서의 리더쉽을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단독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산업계 및 정부, 나아가 해외의 학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일 것 입니다. 본 포럼이 이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53 년 1 인당 국민총소득 67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선 데에는 제조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가능케한 

것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통한 제조업에서 성공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금융산업에

서 써갈 수 있도록 카이스트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카이스트 자산운용기술센

터가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후원해주신 구성훈 대표님과 삼성자산운용의 임직원 여러

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개소 기념 포럼 축사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의 구성훈 대표입니다. 

먼저 10월 1일에 출범한 카이스트 ‘자산운용미래기술센

터’의 개소를 축하 드리며, 오늘 이 개소 기념 포럼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님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자산관리 서비스 대중화’ 입니다. 

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자산관리 솔루션을 만들어낼지

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시각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고령화라는 큰 틀의 변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

습니다. 저비용에 대한 요구, 맞춤형 자산배분 수요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도 자문업 활성화 방안이

나 ‘자산배분  펀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투자자의 변화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찾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은 이러한 해답 찾기

의 결과물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의 이름을 처음 접하고 이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

용을 들었을 때 저는 더욱더 제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칭화대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오신 석학들이 이 포럼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한 것을 보면서, 저는 집사광익(集思广益)이라는 단어를 떠올렸

습니다. 삼개국의 석학들이 생각과 지식을 모아 널리 대중들을 이롭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술은 상아탑의 또 다른 상아로 쌓일 것입니다.  

단품 투자나 타이밍에 기댄 투자에 실망하고, 저금리·고령화라는 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여기 모이신 학계와 업계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은 학계와 함께 기술개발과 투자자교육을 통한 집사광익(集思

广益)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삼성자산운용

과 카이스트가 산학 협력하는 첫 단추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카이스트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의 개소를 축하 드리며, 오늘 이 포럼

에 참여 하신 모든 분들이 배움과 공감을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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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Opening of the KAIST Center for Wealth Management Technologies

 I. What’s New in the Passive Investing and Asset Allocation Domains?

 II. Need for Integrated and Consistent Methods for Managing Wealth

• Asset only vs. asset liability management

• From mass production to mass customization

 III. Opportunities

 IV. Special Circumstances –The Republic of Korea

Contents

October 2016 2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Part I: Growth of “Passive” Investments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4

Historical Perspective

October 2016

 Early days: Four major asset categories:

• Stocks, bonds, cash, and real estate

• Straightforward  benchmarks

– 60% stock, 40% bonds

– 70% stock, 30% bonds

 1960s and 1970s – Mutual funds (expensive, relatively hard to trade, only covered 
select markets)

 1980s –Growth of passive index funds

• PRINCETON’S ROLE:  Burt Malkiel and John Bogle (S&P500 index fund)

 2000s –Growth of passive ETFs and rule based ETFs



 Long term investors with great incentives to excel

 Leaders in institutional money management

 Massive move to assets outside the original four categories

• Private equity, real assets, independent returns and so on

 Diversity Rules!

 Leading universities have had much success (Yale, Princeton, Harvard, Duke)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5

Looking to U.S. University Endowments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6

Princeton University’s Asset Allocation

October 2016

70% of assets in Alternatives!

What are the benchmarks for alternatives?

What about passive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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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llocation Across University Endowments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Alternatives span many markets, structures, and strategies

8

Example of the Diversity in Defining Asset Categories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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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Subcategories in Hedge Fund Land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FACTOR INVESTING is aimed at explaining the multiple risks underlying 
complex modern securities

 Motivation: Alternative investments have a blend of risks

Example:  Junk bonds (bonds and equity), private equity (equity, leverage, smoothing)

 Explosive Growth in “Passive” Rule‐Based ETFs

• Take advantage of factors driving performance

– Momentum, size, value, carry, and so on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10

Factor Investment Approaches

October 2016



 Investors strive for adequate performance to achieve goals

 Lessons from passive investments:  

• Cost is a critical ingredient for long term success

• Mass production has been largely achieved

 Passive investments and FinTech allow for mass customization

 People have begun to accept that computer systems, carefully developed, 
can support many service sector decisions 

• Health

• Education

• Finance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11

UPCOMING: Mass Customization

October 2016

Part II: A Consistent and Integrated 
Approach to Wealth Management



 Purposes of 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 Helps us determine the glide path to achieve goals 

– Stay high  relative to target

– Assists with setting contribution/savings

• Find optimal way to achieve goals

 Q) What is an Investor’s Funding Ratio?

 Becoming understood –> CFA level three exam

A High‐Tech Domain!!

ALM: Engineering Analogy

October 2016 13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14

Asset Allocation Versus ALM

 Traditional portfolio model

• Asset only

• Single period

• Traditional risk measures (volatility)

 Difficulties

•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invest for a purpose (inventory)

– Assets, liabilities, and goals should be optimized together

– Contextual risks are critical 

o What is probability of missing long‐term goals?

o What can be done to protect the surplus?

• Higher performance occurs when addressing dynamic nature of 
investing via ALM

Horizon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Analogy –Operations Management

• Old ways – production models, inventory models, and demand models 
developed independently (1960 and 1970s)

• Modern approach – integrate all activities to improve performance and achieve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 Supply Chain

o FinTech Information technology is available (data, computational 
capabilities, machine learning approaches) 

o incentives are massive, even small improvements have long term 
impacts

Asset‐Liability Management (ALM)

October 2016 15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Part III: Opportunities



 Discover rule based “passive” indexes and ETFs that can provide benefits 
(recall new asset categories)

 Apply pattern recognition methods (machine learning) to determine the 
best combination of asset categorie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investors – mass customization

 Take advantage of economic regimes  ‐‐a regime aware ALM structure

 GOAL: Robust solutions within a mass customization structure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17

Opportunities

October 2016

Danish Pension System ATP – Factors for Assets (Ang)

Liability‐related factors for ALM – Real economic growth, inflation  (hard to link to asset 
returns)

18

Factors as Building Blocks (critical ingredients)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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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Funds Experienced Contagion during 2008 Crash 
–> Massive Change in Covariance Matrix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20

Identify Two Regimes via Machine Learning 
(University Endowment Study)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Assume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economy is defined by Real GDP 
growth and inflation:

21

Illustrative Example (Large U.S. Pension System Study)

October 2016

GDP Growth

Inflation

GDP Growth: High
Inflation: High

Economic State 2

GDP Growth: Low
Inflation: High

Economic State 4

GDP Growth: Low
Inflation: Low

Economic State 3

GDP Growth: High
Inflation: Low

Economic State 1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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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 Plot of Inflation and Real GDP 1948‐2015 

October 2016

1

43

2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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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Patterns (time series of inflation and real GDP)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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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Regimes are Stable Across Time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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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under Regimes 

October 2016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Improve rule‐based passive indexes

• Generate performance that ‘tracks” alternative investments

• Take advantage of factors and regimes (regime aware ETFs)

 Develop products and solutions that fit the needs of groups of individual 
investors

• Better annuities

• Better life cycle products

• Software to help educate individual investors

 Address cultural considerations

• Massive differences in acceptance  and definition of risks

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26

Mass Customization Opportunities

October 2016



Part IV: Special Circumstances –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s on high technology and well trained workforce

 Relatively small population – more homogeneous than other countries such as U.S. 

 Long term focus for industries and well being – savings versus consumption

 Ripe for careful applications of mass customization

• TAKE A WIDER VIEW

• WORK TO ENHANCE INVESTMENT INDUSTRY AND KOREAN ECONOMY

• DOABLE GOALS

Unique Circumstanc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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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15

Towers Watson Study 2015

October 2016 29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Decisions about rendering savings and contributions

 Decisions about investments inside Korea versus outside Korea

 Decisions about split between DB and DC plans

 Decisions about optimal asset allocation to improve economy and pension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Goal to improve Pension System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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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le source of capital for long‐term investments

• Infrastructure, energy independence, new technologies

 Countercyclical behavior – purchase stocks when prices drop

 Expands macro economic toolkit

 Improves morale  and better outcomes for economies with aging 
populations

Advantages of a Healthy Wealth Management Industry

October 2016 31John M. Mulvey, Princeton University

Conclusions



 A healthy investment Industry provide key advantages for a developed country.

 Prudent approach for wealth management is to consider both assets and liabilities 
simultaneously – or equivalently, apply ALM 

• The technology of ALM is  available and battle tested. 

• Asset‐only investment approach sh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wealth management. 
It will cause a huge risk due to the disparity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Personalized wealth management requires computational expertise and 
considerable financial management experiences. It’s a high tech doma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be a leader in FinTech over the next 
decades. You understand how to  take advantage of technology and optimize!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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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ension Payroll and GDP showed a strong relationship

37

History ‐ Pension Payroll, GDP and US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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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Asset Split: Change Over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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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in Tsinghua FinTech 

(칭화대 핀테크 센터의 자산운용기술연구) 

 
칭화대학 Andrew Chi‐chih Yao 교수 

Professor Andrew  Chi‐Chih  Yao  was  born  in  Shanghai,  China  and  grew  up  in  Taiwan.  He 
received a Bachelor of Science in Physics in 1967 fr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a doctorate 
degree in  Physics  from Harvard  University  in  1972,  and another  one in  Computer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in 1975.  From 1975 onward, Professor Yao served on the faculty 
at MIT, Stanford, UC Berkeley and, during 1986 – 2004, at Princeton University as William and 
Edna Macaleer Professor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In 2004, he left Princeton to 
join  Tsinghua  University  in  Beijing.  He  is  currently  the  Dean  of  IIIS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ciences) at Tsinghua.  He is also a Distinguished Professor‐at‐
Large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t  Tsinghua  University, Professor Yao  founded  IIIS  and  built  it  into  a  world‐renown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er,  including  a  cutting‐edge  quantum  computing 
laboratory.  The  elite  undergraduate  programme started  by Professor Yao  in  2005  (fondly 
nicknamed the “Yao Class” by  students) has produced outstanding graduates  in computer 
science, eagerly sought after by first‐rate graduate schools everywhere. 
Professor Yao’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theory  of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cryptography, communication, algorithmic economics and quantum computing.  He 
is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A.M.  Turing  Award  in  year  2000  for  his  groundbreaking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computation.  He has also received numerous other honors and 
awards,  including  the  George  Polya  Prize  (1987),  the  Donald  E.  Knuth  Prize  (1996),  and 
honorary degrees from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03),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4),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6), the University of 
Waterloo (2009), the University of Macau (2012), and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2014).  He is a member of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cademia Sinica, and The Academy of 
Sciences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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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Asset Allocation and
Robo-Advisor

Changle Lin

Spending

Income

Spending

Income

Spending

Income

Spending

Income

Investment Investment InvestmentWealth
t=0

Wealth
t=1

Wealth
t=2

Wealth
t=3

Investment

Changle’s Research and Industry Applications :

1. Extend asset allocation framework to incorporate income and 
spending decisions, in addition to investment decisions.

2. Use the framework to build customized asset allocation 
system for institutional investors.

3. Build asset allocation platforms ( “robo-advisor” ) for personal 
investors.



Finance Professors: 

“ You should diversify your 
portfolio and find the 
efficient frontier!”

You : 
“ Is this portfolio right for me?”
“ I have incomes, spending and 
other idiosyncratic externalities”
“How can a single line of 
efficient frontier good enough 
for everybody ?” 

Specific 
investor

characteristi
cs

Spending 
Policy

Income 
Policy

Investment
Policy

Optimizer 

Market 
Dynamics

• utility function
• business 
assets
• salary 
incomes
• others

• stochastic control
• stochastic 
programming
• multi-stage 
optimization
• robust optimization

• single period, 
static CAPM
• multi-period, 
dynamic ICAPM
• regime-
switching setting
• factor-based 
market 
dynamics
• term structure 
dynamics

Simulator

Other  
Policy:
Policy 

A;
Policy 

B;
Policy 

C;
…

Visualization

Analytical Platform:
• critical relationships
• try different policies

• case studies   



C
ustom

ized business 
value

In
te

gr
at

ed
 in

ve
st

m
en

t 
po

lic
y

In
te

gr
at

ed
 in

ve
st

m
en

t 
po

lic
y

C
ustom

ized business 
value

Spending policy
Income policy

Investing in your own business? Investing to increase ROE?



Interactive 
Layer

Optimizer 

Market 
Dynamics

•
•AI interaction
• Big data technology 
depicts financial 
picture
• machine learning to 
classify clients

• Large-scale 
optimization
• Distributed system of 
computation
• Data integration 

• Term structure capital 
market assumptions
• Factor-based 
econometric model
•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lternative 
data source

Investment Engine 
Powered by Tsinghua
University

Example 2:  AI Based Financial 
Research Engine

Ling Huang and Wei Xu



China market characteristics
Total value exceeds $23 trillion and grows 9.4%/yr. in next 5 years **

Mainly using commercial banks (60%) and securities firms (20%) for 
wealth management **

The people: the world's largest middle class population (109 
million) **

Younger: population with assets >$1M USD has average age of 39 *** 

New money: still at the stage of creating wealth and willing to hold an 
aggressive portfolio and risky assets

Eager to learn: active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ir own wealth

** Credit Swiss 2015 Annual Wealth Report
*** HUREN Research Institute Survey 2015.

High and ultra-high 
net worth RMB 6 M +

Net worth RMB 100K-1M

Quasi high net worth
RMB 1-6 M

Mass Market <RMB 100K

K-1M

100K

OUR
Targe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itative Investment

Market Sentiment 
and News

Personalization

Investment 
Research via NLP 

Q&A Engine

Signals Extraction 
and Quantitative 

Modeling

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ersonalization Engine

Easy access to personalized financial news and professional market analysis

Real-time            News analysis, Market analysis &
global news      rank & summary       signal extraction

Personalized 
filtering and 
recommendation



Events research:
How do defense (or oil or airline) stocks react 
to terrorism incidents in Europe?
Which cement stocks go up the most when a 
Category 3 hurricane hits Florida?
Which Apple supplier’s share price goes up 
the most when the company releases a new 
iPad?
When Netflix beats earnings, how do shares 
of Amazon historically perform the next day?

Stock fundamental analysis:
Revenue break-down, profit break-down, 

regional exposure
Top line growth rate, margin trend, earnings 

growth rate
FCF yield, ROIC, FCF volatility, leverage ratio
Competitors analysis, differences vs. 

competition
Valuation

Stock technical analysis:

Stock supply and demand analysis

Stock holder analysis

Management team trading and cost 
analysis

Company news and public communication:

Important news and sentiment analysis

Management views and continuity 
analysis

Corporate structure and team analysis 

Unstructured
and structured data:
natural disasters 

political developments 
corporate earnings 
product launches

FDA drug approvals

Natural Language 
Interface

Knowledge 
extraction engine

NLP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sset pricing 
engine

Time-series 
Analysis

Capital Pricing

Risk 
Management

Research 
Q&A engine

Knowledge
base 

Search engine

Answer 
synthesis





21





발 표 

맞춤형 자산관리시장의 성장과 ETF 의 역할 

 

 

 
삼성자산운용 배재규 전무 



2011. 3
October  2016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using various sources and statistic data which are deemed credible, but contents of this material cannot be construed as a guarantee against future results.
Therefore, any potential investor must take an investment decision under such investor's own judgment and responsibility and Samsung ITMC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outcome of the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investors. The content of the presentation reflects the presenter’s point of view and is unrelated to the Samsung Asset Management’s official point of view.

ETF Solutions:
An evolution of asset allocation using ETFs

Approved by internal Compliance 160928‐12

I. Driving Changes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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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driving changes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Asset Management

Technology

• Increasing demand for 

personally customized 

services

• Increasing demand for 

multi-asset solutions

• Demand for Immediacy

Source: Samsung Asset Management

Regulation
• RDR in UK

• DOL Fiduciary Rule 

Demographics
• Emerging Middle Class

• Aging Population

 Regulations, Demographics

 Technology is the main driving change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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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New Opportunities!

 Today, investors require immediacy, connectivity, ubiquity

 These three requirements can be fulfilled by advanced technology
 With new technology, retail investors can access customized asset management solutions 

even with modest capital 

 Also, demand for solutions is growing and popularity of indexation is continuing

Shift from Institutional to 
Retail Money

Meet demand  for Asset 
Allocation Solutions

Continuing Popularity of 
Indexation

By Technology

Ubiquity

Investors’ Needs

Immediacy

Connectivity

Source: Samsung Asset Management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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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ayers, New Threats to traditional players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1) Low to medium net worth Individuals,  2) People previously not actively interested in investing

 New Threat: Allows tech-savvy, non-traditional players to enter the market

New 
Markets

Mass MarketHNWI

Currently served 
customers

Creating New Markets

Source: Samsung Asset Management

5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oal-oriented products rise!

 The end of Product-Push  Approac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sset Managers have been searching for a better way to 
provide clients with goal-oriented products

 Multi-Asset Strategies, particularly ETF Managed Portfolios (EMPs), have emerged as a good 
solution

 EMP market is expected to double to over $700bn by 2020 (BlackRock Estimate).

Global MAS (Multi Asset Strategies) and EMP (ETF Managed Portfolios) 

Source: BlackRock,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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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mand for Multi-Asset Products is growing faster 

 The Growth of Multi-Asset Products & Solutions 

 New demand expected (ex: Target-dated & Lifecycle funds increased from $40bn in 2000 to $1.1tn in 2014)

 The development of building blocks to implement such strategies still in process

5-year Cumulative Monthly
Mutual Funds Cash Flow

Source: Deutsche Bank

Historical growth of 
Target Date & Lifecycl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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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Efficient Building Blocks? 

 Multi asset solutions require efficient building blocks which provide:

1) Easy & Clean access to the asset class 
2) Transparent investment process
3) Low Cost

 ETFs are therefore the most efficient building blocks

Efficient Building Blocks

Easy 
access to 
the asset 

class

Transparent 
investment 

process

Low Cost
Building Block Efficiency Matrix

Product Type

ETF Mutual 
Fund

Management 
Style

Passive 1 2

Active 3 4

Source: Deutsche Bank

Note: 1 to 4 (more to les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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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using ETFs : Who’s Ahead? 

ETF 
Providers

Solution
providers

Solutions
Platform

ETF 
Solutions 

Market

•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Charles Schwab

• BlackRock
• Charles Schwab

• BlackRock, Vanguard,
Charles Schwab

• Fidelity
• Welathfront, Betterment

BlackRock (iShares) Vanguard Charles Schwab Wealthfront, Betterment

ETF Providers
• Provides ETF line-ups

to all asset classes
• Provides ETF line-ups

to all asset classes
• Provides ETF line-ups

to all asset classes

ETF Solution
Providers

• Acquires Future 
Advisor  in 2015 to 
provide automated 
investment advice

• Vanguard Personal 
Advisor Services 
launched in 2015
: 2 years in pilot service

• Affiliate provides ETF 
Managed Portfolio 
(Windhaven)

• Provides solutions via 
algorithms   

ETF Solutions
Platform  

(TPM)

• iShares Connect  links 
Solution Providers and 
investors

-

• Advisor Platform 
(OneSource)

Source: Samsung Asset Management

II. Changes in ETF Asset Management  
Landscap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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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t deregulations to boost asset management industry

− Initiation of Korean-style ISA

− Dividend tax (15.4%) exemption for overseas-focused equity funds (up to KRW 30mn p.p.)

− Promotion of advisory services 

− Pension Trust Funds scheme to be adopted

 Deregulation to impact ETFs 

− Retirement Pension Plans now allowed to hold synthetic ETF(excl. leveraged ETFs)

− Usage of derivatives in ETFs expanded

:  More innovative products now possible such as 2X Inverse

Opportunities: ① Favorable Regulatory Changes 

11

Actions: ETF line-up Expansion & Solutions 

 Issuers continue to roll out new products

: Overseas asset-based ETFs numbered 18 in 2012 but 66 in 2016

 However, fixed income and overseas still underrepresented in market place

 ETF line-up expansion to continue in tandem with kick-off of asset alloc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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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X, Samsung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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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ve Tax Issues

: Currently, there are tax discrepancies between overseas-listed products and Korean- listed products

 Improvements in Overseas ETFs

: Controversy exists over disparity between price/ NAV, and ETF managers must remedy this issue

Actions: Foster Overseas ETFs

Korean-listed ETFs
(excl. Domestic Equity)

Overseas-listed ETFs

Tax Scheme Dividend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Tax Rate 15.4% 22.0%

Offset of 
Profit/Loss

X ○

Tax Exemption X Up to KRW 2.5million

Included in 
income tax?

○
X

Separate taxation

Source: Samsung Asset Management

3.1 2.9 

5.7 

7.9 

14.1 

2011 2012 2013 2014 2015

Comparison between Overseas-listed vs. Korea-listed Overseas stocks trading amount

($bn)

Source: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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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② New Channels 

 Robo-Advisors
:  In line with other markets, new channel-based IT Technology has evolved in Korea

- Large Financial Companies → Artificial Intelligent HTS, Robo Wrap

- Small Fintech Companies  →  MOU with large Brokerage House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Pension Trust Funds will be introduced in Korea soon

Source: NAV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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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s via New Channels in US

 ETF Asset Managers will be able to utilize ETF solutions through newly-developed channels 

such as retirement pension plan, IFA, and etc

 ETF Asset Managers play a core role to promote IFA channel by educating them on ETFs 

as well as Solution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Broker/Dealer RIA Wirehouse

ETF AUM by Channels

2Q15

3Q15

4Q15

1Q16

2Q16

($bn)

In US, ETFs in RIA have grown faster than others Charles Schwab’s Robo Advisor Service

Charles Schwab’s Robo Advisor Service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 Launched in March 2015

• Retail version of Robo Advisor

Institutional Intelligent Portfolios™
• White label version for RIAs

• Advisors are able to apply their own branding 

to the services

Source: Access Data,  Broadridg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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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Era calls for a New Strategy

 ETFs are still very much a trading tool
− In Korea, Individuals account for 43% of total trading and mostly leveraged ETFs 

 All and all, ETFs as stand alone products may have hit growth plateau and 
new demand must be created:  Multi-Asset Solutions
− Much work remains for seamless support 

• Product line expansion, tax, etc

 New clients must be reached
− Retirement pension, IFA, etc

 New Technology leads to new opportunities but also new threats to existing business  
− Nonetheless, new tech must be embraced  - we must ensure that ETFs are part of the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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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T 기술의 발전과 자산운용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T 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혜택은 소수만이 독점하던 많은 

정보들이 점차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

다. 최근 금융영역에서 소위 Fin Tech 라 불리는 새로운 금융접근 수단의 출현으로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

니다. 물론 자산관리 영역에서도 이러한 IT 기술의 혜택이 적용되어 전 국민의 life 

cycle 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관리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으

로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전 세계는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과거 수세기동안 유지되었던 생애 소득-소비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어나서 30 년 준비해서 30 년 일하고, 나머지 40 년을 보내야 하

는 life cycle 에 직면하였습니다. 30 년을 일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은퇴 후 40 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그렇기에 퇴직 후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사적인 여러 제도

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

하여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됩니다.   

 

그동안 금융, 특히 자산운용이라는 것이 과거 소수 계층의 자기자산 불리기를 위한 

사적 장치였다면, 이제 자산운용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

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최저생활 수준

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공적 제도를 통한 소득 지원과 함께 보다 인간적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사적 영역을 통한 자산적립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플랜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자산운용을 가

이드 해주고, 근로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역 역시 중요한 시장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자산관리는 산업적인 함의 외에도 국민의 노후 보장과 관련된 사

회 안전망에 직결되어 있는 이슈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

각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과거 관

행에 맞추어 당연시 된 퇴직금 수령에서 각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 시장이 더욱 광범위한 시장으로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conflict of interest rule”등 자산운용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기관투자

자의 운용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ERISA 법으로 대표되는 퇴직연금 부

문에 적용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산운용의 책

임성을 명확하게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IT 와 접목된 새로운 자산운용 영역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이 마냥 밝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 및 IT 산업과 관련된 여러 관련 규정들과 금융관행은 아직 하루가 다

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금융산업에 가했던 규제의 틀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신

기술의 출현이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신기술들에 대해서 무

조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완화하기에도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서부터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금융이라 함은 국경 내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받으며 수익을 영위하는 

산업에서 규제의 영역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

다. 첨단 전자정보의 기술아래에서 국경은 물론 규제의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금융분

야도 경쟁의 핵심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뿐만 아니라 IT 기업들까지 핀

테크라는 새로운 종류의 금융시스템으로 무장하여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영역

이 오히려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서비스로 집중될 것이고, 기

존의 제도적 시스템 속에 안주해 온 국내의 금융기관들과 보안관련 회사에게는 위기



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금융규제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라는 철로가 먼저 깔리고, 여기에 열차가 괘도를 

따라 달리는 것이 기존의 금융 영역이었다면, 최근 부상되는 Fin Tech 는 괘도를 벗

어나 달리는 것은 물론, 물위까지도 자유롭게 주행하는 수륙양용 자동차와 같은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존의 거대 열차를 유

도하는 것 외에 수륙양용차가 철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차단기 수준에 머

물게 되었습니다. 이젠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목적지를 향해 자신들이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달릴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눈

부신 발전을 통해 자산운용 영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고,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자금 설계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기반이 마련되

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금융산업은 한 국가의 심장과 같은 것이며, 공적

가치를 가지는 산업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성을 규제하는 것이 그 자동차의 속도보

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자화된 금융거래가 활성화 될수록 정보 보

안의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등의 문제나 시스템

의 안정성 담보 등의 과제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을 위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규제 거버넌스는 우리가 지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을 둘러싼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규제 중심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

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규제 문화자체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는 점 역시 우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마냥 금융과 관련한 기술의 비약적 발

전에 대해서 마냥 반가와 하기는 다소 주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 가능한 부문

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규제의 필요성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에서 규제완화와 보안

강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 편리함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

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대량맞춤형 자산관리를 위한 공학기술 융합 

 

이태억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과장) 

 

20 세기 이후 금융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산업발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그 자체로서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20 세기 초 포드자동차에서 컨베

이어 조립라인을 도입하여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자동차 대량생산, 대량

보급을 통해 현대 제조산업과 공학기술을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당시 획기적

인 원가절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격은 대부분 사람들이 함부로 구매할 수 없을 정

도로 비쌌다. 그런데 자동차 구매 시 목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만든 할부금융이 도

입되면서 일반 대중의 자동차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후 자동차 보험이 또 다

른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즉 기술혁신이 산업화되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비

지니스모델의 혁신이 필수적이고 금융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

넷 및 이동통신, 유전공학, 무인차, 전기차, 태양광발전, 드론,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

신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산업화되어 경제의 한축이 되도록 발전되기 위

해서는 금융을 기반으로 한 비지니스모델 융합, 혁신이 요구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산업, 금융비지니스 자체도 혁신적 신기술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변신할 단계에 와있다. 각종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뿐 아니라 데이타기술, 

리스크 모델링 및 분석, 불확실성과 리스크하에서의 최적 의사결정, 데이터마이닝 및 

통계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비지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

용하는 자산관리가 크게 혁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퇴직금 제도와 같이 일방적 

획일적 표준적인 자산관리에서 시장변화에 맞춘 적응형, 개인별 대량맞춤형 자산관

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기초 자산가치 변동에 대한 예측, 자산 

최적 배분, 모니터링, 변화 탐지 및 조정, 위험 및 가치 평가, 자산시장 데이타의 패턴

인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기반의 수리적, 계산적, 공학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자산과 투자성향, 니즈에 맞추어 이 모든 과

정을 자동화, 지능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에 의해 금융 전문가의 일자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

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전문가를 완전 대

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력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

다. 초 VIP 고객에게나 제공되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는 결코 로봇이나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최신 데이타기술, 모델링 및 최적

화, 통계분석 및 리스크 모델링 기술,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

로 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과거 백억 원대 이상의 고액자산가에게나 가

능했던 프리미움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 전문가의 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오류, 실수를 줄여주고 투자성과

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반 고객

에게 고품질 맞춤형 프리미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지능형, 적응형 대량맞춤형 자산관리 기술은 결코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프리

미움 서비스를 대중화시키고 고급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다. 더

구나 새로운 금융 자산관리 시장, 상품, 서비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금융이 이제 “엔지니어링”되는 시대가 되었다. 대량생산기술에 의해 제

조산업이 혁신되었듯이 이제 대량 맞춤형 자산관리 기술에 의해 금융산업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기술역량

과 경험을 미래 자산관리 기술 개발에 적용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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