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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준비 

퀀티와이즈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정보를 신청해주시면 신청자 메일로 다운로드 링크 및 

설치정보(일련번호)를 보내드립니다. 

http://corp.fnguide.com/fng/serviceinfo_quantiwiseDownload.fng 

팀원이 3명인데 아이디와 이메일 정보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

야 하나요? 

 
 

대회 참가 승인메일에 퀀티와이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팀당 1개의 아이디가 부여됩니다.) 

퀀티와이즈 아이디는 승인메일에 기재된 팀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신청자명/핸드폰번호는 퀀티와이즈 설치 정보를 신청할 팀원 중 한분

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대회 참가신청서 내용과 동일) 

정품 엑셀이 아닌 한셀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에

도 애드인 설치 가능한가요? 

Quantiwise는 Microsoft Excel 에서만 설치 및 실행 가능합니다.  

한셀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등에서는 구동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닌 맥북에서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퀀티와이즈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맥북에서는 설치 및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팀원 세명 모두의 각자 컴퓨터에 설치 할 수 있나요? 각 컴퓨터에 퀀티와이즈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 접속(로그인)은 되지 않습니다.다.  

 

2. 설치하기 

설치를 완료했고 엑셀 메뉴에 Quantiwise 7 도 보이는 상황입

니다. 그런데, 탭에서 financial report 등을 클릭하면 아무 것

도 뜨지 않고 부가적 액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용중인 엑셀과 퀀티와이즈를 완전히 종료 후, 다시 재실행해보시기 바랍니

다. 

설치완료 후 엑셀에 들어가서 SECTOR나 GOLBAL MARKET을 

들어가려고 하면 퀸터와이즈나 EXCEL이 권리자 실행이 아닌 

일반 실행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관리자 실행으로 한적이 없

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퀀티와이즈를 로그아웃(작업표시줄의 퀀티와이즈 아이콘 우클릭 후 Exit) 하

신 뒤, 활성화 되어있는 엑셀 파일을 모두 강제종료 하시고 다시 로그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퀀티와이즈 설치를 완료했고 엑셀 파일 새 문서를 열면 

Quantiwise 7 이라는 메뉴도 뜹니다. 

그런데, time series 등을 클릭해서 검은색 검색창을 띄우려고 

해도 아무 것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1. 실행 중인 Excel 및 Quantiwise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Windows 작업표시줄 마우스 우클릭 > 작업관리자 > 프로세스 탭에서 

EXCEL.EXE / qwMain.ewe 가 없어야 합니다. 있으면 모두 종료시켜주세요.) 

2. C:\WISEfn\Common\Bin 경로에 있는 Check.exe 마우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권한 실행 후 나타나는 로그인창 닫기 

3. 시작메뉴 - Restore Quantiwise7 실행 

4. 시작메뉴 - Update Quantiwise7 실행 

5. Quantiwise 실행 /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corp.fnguide.com/fng/serviceinfo_quantiwiseDownload.fng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와이즈리포트 안드로이드 

앱 접속을 시도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PC로는 로그

인이 정상적으로 되는 반면, 모바일 앱 로그인은 되지 않습니

다. 다른 팀원은 안드로이드 앱 접속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

을 확인했습니다. 

앱 구동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기기에서 접속 중인 아이디입니다. 재접속해주세요'라는 안내

문이 팝업됩니다. 앱을 재설치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희 팀에 소속된 다른 팀원들은 접속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

습니다. 

해당 기기의 표준 시간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시간대를 서울로 

선택하여 재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후 실행하려고 하면 '엑셀 또는 퀀티와이즈'가 관리자 권

한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실행 권한으로 설치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치후 퀀티와이즈가 자동으로 계속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문제도 발견됩니다. 

퀀티와이즈 로그아웃 후,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엑셀창을 모두 종료해주신 

다음 재로그인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안내대로 설치하였으나  

Customized functionality in this application will not work 

because the certificate used to sign the deployment manifest 

for Quantiwise_For_Excel or its location is not trusted. Contact 

your administrator for further assistance.  

와 같이 퀀티와이즈의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어 애드인을 추

가할 수 없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에러 메세지가 나옵니

다. 

해당 오류는 ClickOnce기반 매니페스트 배포시 사용되는 레지스트리 정보가 

VSTO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발생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과 같은 안내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작메뉴에서 regedit.exe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2.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 

\.NETFramework\Security\TrustManager\PromptingLevel 선택] 

3. [우측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값 변경]  

A. MyComputer더블클릭 후 Enabled 로 값 변경 

B. UntrustedSites 더블클릭 후 Disabled 로 값 변경 

C. LocalIntranet 더블클릭 후 Enabled 로 값 변경 

4. [엑셀 > 옵션 > 추가기능 > Com 추가기능 > Quantiwise For Excel 체크 

후 확인] 

퀀티와이즈 실행시 "Please check serial key in registry editor" 

라고 뜨는데 설치 단계에서 serial number를 입력해야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할때 serial number를 입력하

는 창이 전혀 뜨지 않습니다. 

Please check serialkey는 레지스트리에 씨리얼키가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로써 

시작메뉴에서 regedit.exe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시켜주신 뒤에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WISEfn\CQTW70로 

접속 해주신 다음(간혹 WISEfn폴더가 

HKEY_LOCAL_MACHINE\SOFTWARE\WISEfn\CQTW70 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Data에 메일로 수신하셨던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후 대회에 등록된 메일과 다른 gmail이 이름으로 자동 

지정되며 next를 눌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 FAQ 에 나와있는 오류 시 설치할 파일을 다운 받아도 로드

하지 못한다는 에러 메세지가 뜹니다. 

2. 컴퓨터 계정 정보가 gmail로 등록되어 있어 그런 것 같기

도 합니다. 이 경우 혹시 메일 주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1. Windows8 이상 사용자이신 경우, Windows 설정\Windows 기능 켜기/끄

기에서 "NET Framework 3.5(NET 2.0 및 3.0 포함)"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해주시고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주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주소나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퀀티와이즈가 영문판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미 영문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한글패치 파일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

니다. 혹은 한글판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Help>Option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excel이 비관리

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면서 option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관리자 권한 실행 오류는 퀀티와이즈 로그아웃 후, 실행 중인 모든 엑셀 

프로그램을 강제종료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한글화 작업은 그 다음 HELP>Option 에서 Language를 'Korean'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퀀티와이즈7을 다운 받아서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그냥 엑셀 실행화면만 나옵니다. 

어떻게 실행 시키는지요? 

4부 설명회 영상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퀀티와이즈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권행으로 실행을 

누르면 엑셀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FAQ 게시판의 'Q. Quantiwise 설치 도중 오류가 발생했어요' 게시물의 

Quantiwise7G설치중 qwAddin 관련 오류 해결 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

니다. 

퀀티와이즈 설치 후 로그인을 했는데 엑셀을 실행하면 위에 

퀀티와이즈 탭이 나오지 않습니다.  

FAQ 게시판의 'Q. Quantiwise 설치 도중 오류가 발생했어요' 게시물의 Excel

에서 Quantiwise7G메뉴 나타나지 않는 오류 해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퀀트와이즈 설치후 실행하면 엑셀로 넘어가게되는데 아무것도 

안뜹니다!. 사용하는 엑셀은 2016버전입니다! 

FAQ의 Quantiwise 설치 도중 오류가 발생했어요 답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cel 2016은 2013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팝업창 참고사항 

여기서 어떤 일련번호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후 퀀티와이즈에서 발송한 메일

을 열어 보시면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 설치 정보 ※' 의 일련번호를 입력

해주세요. 

해당 화면이 나오고 yes로 진행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화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복해서 next를 눌러도 동일한 화면만 반복될 뿐 변화가 없습니다.  

2016excel 사용중이고 64bit입니다. 

 
 

Windows8 이상 사용자이신 경우, 

Windows 설정\Windows 기능 켜기/

끄기에서 "NET Framework 3.5(NET 2.0 

및 3.0 포함)"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해주시고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Customer Info 창의 'Next' 눌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Windows8 이상 사용자이신 경우, 

Windows 설정\Windows 기능 켜기/

끄기에서 "NET Framework 3.5(NET 2.0 

및 3.0 포함)"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해주시고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시작메뉴 > Update Quantiwise 7G > 

마우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권한으

로 실행하시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 이후 다시 로그인을 해보시

기 바랍니다. 

Windows 10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엑셀은 2004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내 메일대로 설치를 했지만 엑셀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당 오류는 ClickOnce기반 매니페스

트 배포시 사용되는 레지스트리 정보

가 VSTO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발생한 오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조치해주시

기 바랍니다. 

1. [시작메뉴에서 regedit.exe (레지스트

리 편집기) 실행]  

2. 

[HKEY_LOCAL_MACHINE\SOFTWARE\

MICROSOFT\.NETFramework\Security

\TrustManager\PromptingLevel 선택] 

3. [우측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값 변

경] 

A. MyComputer더블클릭 후 Enabled 

로 값 변경 

B. UntrustedSites 더블클릭 후 

Disabled 로 값 변경 

C. LocalIntranet 더블클릭 후 Enabled 

로 값 변경 

4. [엑셀 > 옵션 > 추가기능 > Com 

추가기능 > Quantiwise For Excel 체크 

후 확인] 

 

 

 

 

 

 



이렇게 뜨면서 설치가 안되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Finish를 누르시고 계속 설치 진행하시

면 됩니다. 

퀀티와이즈가 설치된 PC에 문제가 발생해서, 타 PC에 재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 설치된 PC에서는 삭제 완료함)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직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자가 뜹니다. 

 
 

퀀티와이즈 설치파일은 보안상의 이유

로 매 분기마다 변경됩니다. 

FAQ의 안내 방법으로 초기설치(메일재

등록 후 설치정보 받기)해보시기 바랍

니다.  

▶ 이 외 문제 발생 시 Q&A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세요. 

▶ 글 등록 시 해당 화면의 스크린 캡쳐를 함께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