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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경제 정보 매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자회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포함해 연합인포맥스의 전문 금융뉴스를 함께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 매체입니다.

동시에 외환, 주식, 채권, 선물옵션, 국제원자재 및 국제금융, 인물정보 등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전문가용 컨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정부기관과 금융시장 참가자,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적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당국자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상호 정보 교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경제지표 컨센서스를 시장에 공표, 금융시장의 예측력을 높이고 있으며, 

단기금리지표인 코리보(KORIBOR)공표회사입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2000년 연합뉴스에서 분사한 (주)연합인포맥스
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
와 실시간 금융정보를 과학적인 분석도구를 바
탕으로 전용선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온라인과 방송을 이용, 빠른
금융뉴스와 정확한 금융 데이터를 전달하는 국
내 최고의 '금융정보 전문매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공학에 기초한 DB구축, 시장과 정
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활을 자임하며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비전
도 갖고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신뢰에 보
답하고자 '변화를 선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합인포맥스'가 될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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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뉴스헤드라인

●긴급뉴스 소리 설정: 긴급뉴스 도착시 알려줌으로써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

●종목자동연결: 주식 종목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이 뜰 경우, 해당 종목의 시세창도 같이

뜨는 기능 (종목코드가 기재된 가시에만 한정된 기능)

●본문자동보기: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본문창이 열리도록 함

My뉴스 [1104]

●관심분야별로 관심어를 설정해서 원하는 기사를 분류해 볼 수 있는 화면

클릭순뉴스 [1204]

●특정일동안 뉴스 조회 횟수에 따라 시장의 관심 이슈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음

뉴스 스크랩 [1205]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들을 항목별로 저장하여 놓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프리미엄금융용어해설 [1231]

●매일 기사로 나오는 <시사금융용어 3분 해설>을 한 화면에서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화면

●한글 및 영문 검색기능을 이용해 용어 검색 가능

라이브 현장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 정례브리핑, 통계청 각종 지표 발표,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금융시장 주요 인사가 강연하는 세미나 등

현장에서 생중계

1) 방송 시작전에 방송안내창이 공지됨

2) 동영상 시청하기나 오디오 청취하기 를 선택

●동영상 다시보기 [1110]

●오디오 다시듣기 [1106]

News 뉴스

뉴인포맥스의 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인 (주)연합뉴

스의 정치, 경제, 해외뉴스와 금융전문기자로 무장한

(주)연합인포맥스의 금융관련 속보, 심층 분석기사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기사가 분야별, 기업별로 찾기

쉬운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하루 1천여 건의 뉴스

●국내 최대 연합뉴스 취재진이 24시간 보도

●세계 각국에서 입전되는 생생한 해외뉴스

●시장의 관심도를 반영한 [클릭순] 서비스

●원하는 뉴스를 골라볼 수 있는 [My뉴스] 

●관심뉴스를 한곳에 모은 [스크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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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ies 주식

관심종목 [3155] [3151] [3153]

●실시간 감시 기능: 해당 관심 종목에 발생한 기사, 공시, 시장조치, 리포트 발행건수 등 조회

●장중 흐름 파악 기능: 가로봉 및 1분차트 서비스

●다양한 항목 구성: 총 46개 항목에 대한 설정

●실시간 손익 분석: 선물옵션 매도 포지션을 반영, 당일손익 / 누적손익 조회

●엑셀입력: 엑셀 시트를 이용한 입력

●연계기능강화: 실시간회원사매매동향, 투자자별매매동향, 주요 재무정보 및 실적공시 현황 조회

●기간분석 기능: 특정 기간동안의 누적 등락률 조회

종합화면 [3000]

●Market Monitor 기능 강화: 금융시장종합, 금융시장종합요약, 주식종합, 전종목시세판

●전세계 주요 증시의 24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증시 전광판 서비스

●증권사 Daily를 대체할 수 있는 증시지표

●고객예탁금, 주식형펀드잔고, MMF등 증시주변자금동향을 한눈에 확인

●납입, 청약, 상장 등 IPO일정과 해당종목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상장 캘린더 서비스

현재가 및 시세관련 화면 [3111] [3118]

●종목관련 통합 서비스: 현재가 화면에서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정보를 총 망라

●뉴스/공시 및 외인지분율, 시총비중, 배당수익률, 대차/신용잔고, 회원사, 프로그램, 투자자, 

해당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주식선물, ELW의 시세등 서비스

●호가/수익률: 호가 옆에 해당호가의 기준가 대비 등락률과 시고저가 표시

●3단계/5단계/10단계 복수현재가 서비스

●순위종합 서비스: 하나의 화면에서 상한/하한가, 상승/하락률, 시총순위, 거래량 상위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 증가율 등 모든 순위성데이터 조회

■시장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금융시장종합 및 주식종합I, II, 전종목시세판

■관심종목: 엑셀시트 입력, 실시간 뉴스 발생 알림기능, 선물옵션 매도포지션을 포함한 실시간 손익분석 가능

■전세계 주요 증시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증시전광판 :

아시아 주요증시 등락률은 물론 베타순위, 변동성분석, 상관관계상위 종목, PER/PBR 매트릭스 등 분석기능을 강화



ELW/ETF [3352]

●기초자산별 발행 종목을 한 눈에 알아볼수 있는 ELW종합 서비스

●발행사 / 기초자산 을 선택하여 발행 종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창 및 컨텐츠 구성

●기초자산, 현재가, 행사가, 옵션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 검색 서비스

●ETF전체종목의 거래량, 등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ETF 종합 서비스

●채권지수, 리버스, 레버리지 ETF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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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시세 및 분석 [3214] [3237]

●거래소/코스닥/KRX섹터지수 등 업종지수의 등락률을 한눈에 볼수 있으며, 특정시간 입력시

해당 시간 이후 등락률 파악 가능

●지수기여도: KOSPI/KOSDAQ의 상승/하락에 미친 영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

●PER/PBR/ROE/부채비율 주요항목에 대한 업종별 지표 산출

●특정 시점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달러환산지수 산출 (KOSPI/KOSDAQ/KOSPI200)

●기간 분석기능 강화: 특정 기간동안의 업종 및 해당 업종편입 종목의 기간 등락률과 투자자 동향

파악 가능

투자자/프로그램 [3314] [3301]

●거래소/코스닥/지수선물/옵션/채권장외시장 동향 등 한국 거래소의 모든 상품의 매매동향
데이터 통합

●각 시장별 매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매동향 차트 서비스

●지수대별 매매동향: 일중 1분간 평균지수와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결합한 지수대별 매매동향
서비스

●외국인/기관 등 특정 투자자 2개를 선택하여 동시순매수/도 종목의 수량/금액 조회

●개별 종목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서비스

●프로그램 사전공시 내역의 수량 및 추정금액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별 종목의 잔량/체결 등 서비스

종목분석기능 강화 [3116] [3180] [3184]

●성과분석: 특정시점에서 기간별 절대성과 및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서비스

●개별종목의 실적추이를 반영한 Infomax PER 서비스

●투자지표순위, 변동성분석, 상관관계 상위 종목 조회

●일별/주별/월별 베타계수 서비스

●Screening: 총 81개의 가격/거래량/투자자/재무 관련

지표를 And/Or 결합을 통한 조건 검색

●업종별 편입종목의 PER/PBR Matrix 

●일중 특정시간대의 거래량/대금 및 가중평균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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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 Option 선물 / 옵션

KTB [3600]

●현재가 및 기초 자산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투자자 매매동향 조회 가능

●실시간 기초 자산가격 산출: 장외 체결내역(스팟)을 이용한 현물가격 인포맥스 자체 산출

●이론가계산기: KTB/5TB의 기준채권 수익률, 조달금리 변수를 입력하여 이론가 및 저평가 계산

●연결선물수정가: 월물 변경 시 만기시점의 근/원월물 스프레드를 단순 연결선물에 누적 반영

하여 서비스

KOSPI200 [3604]

●틱차트 강화: 현재가와, 기초자산가격, 가중평균가, 미결제, 베이시스 등 다양한 가격지표와

중복

●평균베이시스: 1분동안의 실제 베이시스 가격 변화를 반영한 평균베이시스는 물론 선물 평균가

K200평균가격, 프로그램 매매 동향 서비스

●매매동향: 일중누적 차트와, 만기 이후 누적 차트를 서비스 하며 30초/일중 누적 평균단가 서비스

●과거물/연결선물/스프레드/베이시스 히스토리 데이터 조회

개별주식선물 [3680]

●틱기초자산과 선물가격을 병행 배치하여 가격 변화를 쉽게 알아 볼수 있는 현재가 서비스

●해당 종목의 기초자산정보(뉴스, 공시, 호가잔량, 프로그램 잔량, 대차잔고 증감, 투자자내역 등) 

통합 서비스

●종합시세: 15개종목에 대해 기초 자산과의 괴리율, 등락률, 미결제동향 등 비교 가능

●일별거래현황: 60개 종목(15개 기초자산 * 4개월물)의 전체 시세판 서비스

●기초 자산별 거래추이: 기초자산의 거래대금과 해당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선물의 거래대금

비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선물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조회

■미니현재가, 복수현재가, 전종목시세판 등 다양한 형태로 시세를 볼 수 있음

■국채선물이론가 계산기, 연결선물,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별 거래추이 등 분석기능이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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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 종합시세 [3710] [3700]

●기초자산, 지수선물과 현재가 시세를 병행배치하여 원활한 시세 파악 가능

●일중/일별 내재변동성 차트, 투자자차트, 가격대별 투자자 내역 등 탭별 관련정보 서비스

●기본정보, 민감도, 호가, 이론가, 추정 매매내역등 다양한 탭으로 구성된 월물별 시세표와

30여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월물별 시세표 편집 서비스

●선물시세, 옵션월물별시세, 투자자동향/프로그램, 주요지수, 시총상위 종목을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선물옵션종합 서비스

●0.05초 간격으로 K200지수 산출 제공 등

분석기능 강화 [3740] [3741] [3743]

●옵션이론가 계산기: 기초자산 가격합성, 만기월 조정, 캐리 변수 등을 설정하여 이론가 계산

●Info VIX / VKOSPI: 인포맥스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Info-VIX(2초간격), VKOSPI(30초간격)

를 지수와 중복하여 분석 가능

●대표변동성: ATM±4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 거래량 가중, 베가 가중 대표변동성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캘린더종목간의 Implied Foward Volatility 서비스

●변동성 스큐 실시간 업데이트

●복수의 종목을 선택하고, 보유 비중 입력시 선택 종목 평균 변동성 서비스

●5/ 10/ 20/ 30/ 60/ 90/ 120 HV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가 산출

이론가 계산 [3716] 

●기초자산 설정기능: KOSPI, KOSPI200, 합성지수(콜/풋 패리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필요에

맞게 기초자산 설정

- HV 설정: KOSPI200 / KOSPI200 선물 선택기능

분석 기간 설정(5/10/20/30/60/90/120)

콜/풋에 적용할 변동성 값 입력

- 잔존만기 설정: 영업일 기준 / 캘린더 기준

시간감소 반영 / 미반영 선택

- 캐리변수 설정: 조달 금리 및 배당수익률 입력

- 설정한 조건에 따른 이론가 및 이론가와의 스프레드/ 괴리율 조회

포지션 분석 / 시뮬레이션 [3781] [3782]

●매매가격 및 수량 입력시 실시간 손익 업데이트

●사용전략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

●70여개의 투자전략 서비스

●전략간 손익, 구성비용, 이론/만기손익 비교 가능

●동일전략의 행사가별 비교

●기초자산합성, 만기, 캐리변수 등을 설정하여 포지션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포지션분석2, 서비스만기이후

누적동향차트, 행사가별 매매추정서비스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Pay-Off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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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Income Securities 채권

채권종합2 [4107]

●국채선물, 국채현물, Swap 데이터 제공

●국채선물 제공목록 - 현재가, 이론가, 현물가, 저평가, 베이시스 등 제공
- 투자자 막대그래프 (순매수)         - 투자자 라인차트 (외국인, 증권, 은행) 
- 일중차트 (선물가, 이론가, 현물가)

●국채현물 제공목록 (장내, 장외) 

- 대비는 민평 대비를 기준으로 함 - 지표 (3, 5, 10, 20Y), 조성 (3, 5Y)      - 장외호가

●Swap 데이터 제공목록

- CRS, IRS (1, 2, 3, 4, 5, 7, 10Y) 제공 - Basis (crs - irs), 현물, 현물 대비 등 제공

최종호가 수익률 종합 [4802]

●정확한 현금흐름 계산

거래관 행적 YTM 계산 가격과 SPOT Rate에 의한 현금흐름 계산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Rich / Cheap 정보 제공

●연결화면 제공 (화면 오른쪽 상단 연결화면 목록) 

유통종합-일중 [4133]

●유통 전체시장 데이터 제공시장 구분 : 

장외, 장내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일반- 주식관련사채 포함, 장내소매)

●인포맥스 대, 중, 소 분류 제공

●종목별 검색 가능

●화면 필드 설정 가능 표준코드, 종목명 등 19개 필드 제공

■깊이있고 신중한 채권전문 뉴스속보

■정확한 채권가격 계산기 등 다양한 분석툴 제공

■채권호가와 투자주체별 거래동향 등 Real-Time으로 제공

■국채선물과 스왑레이트 등 금리파생상품과 실시간 호가비교로 재정거래 지원

■벤치마크와 모델포트폴리오 분석 Tool 제공

버튼명 연결화면

단가계산 [4801] 채권현금흐름 분석

민감도분석 [4803] 채권민감도 분석

발행정보 [4220] 채권발행정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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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통합(협회, 민간3사) [4743]

●시가평가 제공사

- 민간사: KBP, KIS, NICE 채권평가 - 협회: 금융투자협회 - 민간3사: 민간 3개사 평균

●탭

- 증협/민간3사 개별 Matrix:  일별 전체 데이터 제공

- 증협/민간3사 통합 Matrix: 일별 대분류별 데이터 제공

- 증협/민간3사 일별, SP 추이: 기간별 그룹 데이터 제공

- Spread 분석: 기간별 그룹별 Spread 데이터 제공

발행만기 통계추이 [4236]

●인포맥스 대, 중, 소 분류 제공

ex) 대분류 : 금융채,    중분류 : 은행채,    소분류 : 개별은행

채권종목 검색창

●유연하고 파워풀한 검색기능 제공

ex) 인포맥스 대중소 분류, 이자유형 등 각종 구분 유형별 검색 가능

●데이터 제공 항목 (발행정보) 편집 가능 -> 화면 하단 항목편집 버튼 클릭시

ex) 종목코드, 종목명 등 각 채권과 관련된 20개 발행정보 제공

●데이터 Excel 로 전환가능 -> 화면 하단 Excel로 보내기 버튼 클릭시

●화면구성

투자주체별 종합화면 [4255]

●외국인의 장외채권 거래동향을 포트폴리오 분석틀에서 파악

●포트폴리오 현·선물 포지션규모 및 추이/연기금 등과 비교

●포트폴리오 섹터/만기 구성/매수-매도-상환-잔고변동 내역

●포트폴리오 포지션 및 듀레이션, 컨벡서티, Term/Credit
Spread 등의 추이와 주요시장금리와 스프레드의 추이
비교분석

포트폴리오 현금흐름 [4257]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상환 스케쥴 현금흐름 분석

●외국인 보유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언제 집중되어 있는지

상시적인 파악 가능

검색탭 내용

조건검색

당일발행종목 일자별 검색가능

당일이자지급종목

발행예정종목 당일 이후 발행예정인 종목

발행기관 발행기관별 검색가능

최근 최근에 검색한 29 종목 자동 추가



10

Foreign Exchange 외환

달러/원 거래의 종합판 [2110]

●서울외환/한국자금의 달러원 실거래 정보 제공(은행/기업용)

●가상 기준율 (I-MAR) 및 가상 거래량 [2139] 기능 추가

●요약화면 [2115] 및 일중,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거래 데이터 연결 [2137, 2150, 2161]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한 FX SPOT [6411]

●데이터 소스 추가로 인한 이종통화 강화

●재정환율, 크로스환율 등 다양한 외환 정보 확인

●종합차트 연결을 통한 강력한 분석 툴 이용

선물환 종합화면 [2140]

●달러원 선물환 [2130] : 넓은 호가간 Spread 로 인한 MID 가격의 필요성 증가에 대응

●선물환종합 [2140] : Swap Point Forwards 표시 및 차트 제공: 종가의 각 현물가격에 맞춰진

다양한 일별정보

●주요통화 선물환 [6422, 6423] : 주요통화 및 크로스환율의 선물 시장가격을 Swap Point 및

Forwards값으로 표시

●FX SPOT과 Forwards를 선물환 계산기로 연결 [2250]: 시장가, 금리 차이를 이용한

이론가격 및 사용자 금리를 이용한 선물환율 계산 가능

■충실한 기본 데이터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가상 화면 제공

■정확한 Real 호가 정보 와 광범위한 Historical Data

■기본(종합) 화면을 중심으로 일중, 일별, 요약 등 화면 제공

■명확한 맥을 짚는 시장 뉴스와 전망 자료의 신속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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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CRS. IRS), 파생 금융 정보 [2401]

●Tullet Prebon, ICAP, SMBS, KMBC, KDB, Tradition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정확한 정보 제공

●종합 I, II, III 화면 및 일중 [2402, 2410], 일별 [2403] 화면 제공

●Swap Basis 정보 및 차트 제공 [2415, 2416, 2418, 2420] 및 주요통화 IRS 정보 제공

●CRO, CDS, FRA 등 각종 외환 파생 정보 제공

다양한 해외 금리 정보 [6541] [6630]

●BBA 제공 10개 주요 통화에 대한 LIBOR 금리를 비롯, EURIBOR, TIBOR, SIBOR 등

주요 국가의 IBOR 금리 종합 제공 (한국 KORIBOR 포함)

●USD, EUR, GBP, AUD, CAD 통화의 단기 금리(CD) 제공

각 통화의 일별, 일중 정보를 포함, 통화간의 차트 비교 기능 제공

NDF 종합 [2457]

●Tullett Prebon이 제공하는 달러원 및 CNY, INR, IDR, MYR, PHP, TWD 등 주요 아시아

통화의 NDF 일중, 일별 데이터를 차트와 함께 제공

●관련화면 : 2450, 2458, 2459, 2460, 2460 (NDF 뉴욕종가)

선물환 계산기 [2250]

●달러원, 주요통화, 크로스 및 재정환율 등 다양한 통화에

대한 선물환율을 계산

●시장가, 다양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론가 및 사용자

금리 설정도 가능

●D(일) 기준으로 W㈜, M(월), Y(년) 단위로 다양한 Odd 

Dates 설정 기능

●Mid  rate가 포함된 Swap Points 뿐 아니라 Forwards 

값도 병행 표시

외환시장 전망 화면 [8880]

●달러원 전망 [8880], 주요통화 전망 [8870],

IB 전망 모음 [8890] 

●Research Report [8020] : 외환/파생상품(분류별 검색) 

- FX, 외환이슈, 일/주/월 전망

●국내외 외환딜러들의 시장 전망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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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information 기업정보

기업재무분석 [8101]

●상장사를 포함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분기별 Full/Summary Financial Statements 및

Financial Ratio 서비스

●기업 및 재무항목을 자유자재로 선택하여 조회

●산업별 재무데이터 비교 및 시계열데이터 조회 용이

●선택 통화별 재무데이터 자동 환산

●영문 재무제표 서비스

●연결 재무제표 및 연결 회사에 관한 사항

산업재무분석 [8120]

●한국증권거래소 지수업종 합산 분기별 Full/SummaryFinancial Statements 및

Financial Ratio 서비스

●산업 및 재무 항목을 자유자재로 선택하여 조회

●산업간 재무데이터 비교 및 시계열데이터 조회 용이

●산업 재무비율 Matrix 서비스

●Radial Chart, Stick Chart, Line Chart 등으로 명료한 분석

●산업간 수출, 연구개발비, 외화부채 비중 등 분석

기업일반정보 [8000]

●기업연혁, 사업목적 등 기업 일반에 관한 정보

●사업부별 매출, 매출별 점유율 등 생산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대주주 지분율 등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

●임원 약력, 보유주식 및 직원 현황

●관계사 및 출자법인에 관한 사항

●자본금 변동내역, 배당금에 관한 사항

●자산재평가내역 및 파생상품평가/거래 손익 데이터

■ 27,000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등재무데이터 제공

■ 추세분석 및 횡단면 분석이 용이하도록 기업 및 재무항목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리서치리포트, 컨센서스, 신용등급 등 다각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제공

■ 어닝시즌동안의 기업실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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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 [8020]

●국내 전 증권사와 선물사, 채권평가사, 정부기관의 리포트로 구성

●주식, 기업분석, 채권, 지수선물, 외환/파생, 펀드, 국내경제, 산업분석부터 세계경제까지

폭넓은 분야의 리포트 서비스

●원문 리포트 및 요약 팝업창 서비스

●리포트 분류별, 발행사별 검색

●분석이 용이한 개별종목의 리포트 화면 구성

●기업, 업종별 투자의견 및 목표가 변동현황의 one-stop 서비스

어닝 시즌 데이터 [8010]

●Earning Season의 기업 실적치 실시간 서비스

●업종별 및 결산월별로 증감율/증감액/consensus, 

개별/연결, 실적치/전년동기대비(누적)/전년동기대비(3개월)/직전분기대비

●데이터, 실적 코멘트 one-stop 조회

●실적발표 캘린더 서비스

●해당 잠정 실적을 포함한 시계열 데이터 서비스

●실적 보고서 마감일 다음날 아침 확정실적 데이터 서비스

신용평가등급 [8044]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서신평에서 평가한 기업신용등급, 채권등급, 기업어음등급 및

요약리포트 서비스

●기업별 신용평가등급 상세 정보 및 지수업종, 통계청산업 분류 간 평가 등급 조회 서비스

●재무정보 및 경쟁사들의 신용평가 list 동시 조회

●신용평가등급 추이 조회 서비스

●평가일, 평가사, 신용등급별 등 조건검색 가능

League Table [8460] [8430] [8419]
●자본시장의 M&A 재무/법률자문 순위, IPO/유상증자/채권

발행 주관순위, 채권인수실적 ELS 발행실적순위 등 조회

●특정기간동안의 M&A 딜리스트 조회

●IPO종목의 주가 등락률 조회

●채권발행 수익률과 종목 등급/만기에 해당하는 시가평가
수익률과의 스프래드 조회

●업종별 발행/인수 현황 조회가능

●ELS의 시가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종목별 순위, 발행사별
순위 조회

인포맥스 컨센서스 [8030]

●국내 전 증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 집계

●분기별 및 업종별로 누적치/분기치, 개별/연결
consensus서비스

●전년동기 및 Earning Season의 실시간 발표 실적치와 비교

●개별종목의 증권사별 상세 추정치 서비스

●증권사별 실적 추정치 및 목표가의 변경 전/후 비교

●차트를 통한 주가와 실적consensus 분석

●재무 및 관련 consensus화면 간의 편리한 연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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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dicators 경제지표

경제지표 캘린더 [8822]

●미국, 일본, 한국 등 32개국 주요 경제지표 일정 제공

●GDP, 광공업생산, 수출입동향 등에 대한 컨센서스 제공 일정 (인포맥스 폴) 제공

●해당 지표명에 커서를 가져가면 전기, 당월분 수치가 툴팁으로 표시

●지표 명을 클릭: 해당 차트와 연결

인포맥스 컨센서스 [8823]

●국내외 주요 증권사, 은행, 경제 연구소를 대상으로 매월 주요 경제지표 컨센서스 집계, 공표

●컨센서스 대상

●GDP(실질, 전기비/전년동기비), 광공업 생산, 소비자물가, 무역수지, 실업률, 한은 기준금리

경제지표차트 [8824]

●국내 및 해외 경제지표, 주요국 정책 금리, 상품 가격지수, 해운 운임지수 등의 시계열 데이터를

차트 기능과 함께 제공(미국, 일본 등 해외 35개국과 OECD 일부 데이터 제공)

●중복차트 생성 및 시계열 데이터 엑셀 Export,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My Chart" 기능 제공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의 공표일정을 캘린더로 한눈에 파악 가능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GDP,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수출입, 실업률 등)

를 경제지표 차트로 제공

■주요국 경제지표 종합 화면에서는 G8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규 공표시마다 스냅샷 형태로 수치를 보여줌

■인포맥스가 매월 주요 지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포맥스 컨센서스를 실제 공표치와 비교하여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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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종합화면 [6500]

●해외 주요지수, 금리, 상품선물 데이터를 한 화면에 종합적으로 제공

●해외지수의 경우, 대륙 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지수 클릭시 세계주요지수[6511]

화면으로 연동

●미 연방기금금리, 미국채 10년물, 일본국채 10년물 데이터 제공

●에너지, 귀금속 상품선물 시세 제공 및 거래소 별 최고 상승률 기록 최근월물 제공

(Today's Best)

현재가(해외) [6510]

●해외데이터 전체 품목의 일중 데이터를 제공

●각국 지수, 미국/아시아 업종과 종목, 해외금리, 주요 상품선물 거래소 상품 시세 선택

●일중추이 전용화면이나 일별추이 화면으로 연동되며, 각각의 차트 연결 가능

해외금리(일중) [6538]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기물별 국채 데이터 제공

●우측상단 "Yield Curve"선택시 차트 생성

●상세 데이터 클릭시, 해외금리 일별 추이화면[6540] 연동

Global Markets 국제

■실시간 변동하는 세계 주요국 증시와 개별 종목, 그리고 해외 채권과 지수 선물에 대한 시세를 제공

■세계주가지수화면: 대륙별 주요 지수의 실시간 시세 및 차트

■국제종합화면: 지수/금리/상품선물 등 전체적인 해외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

세계 주가지수 [6511]

●대륙별 주요 지수 시세 제공

(국가별로 실시간, 딜레이 정보 상이)

●니케이 225, S&P 500과 같은 지수 선물 시세 제공

●MSCI 국가지수 제공

●해당 지수에 대한 일중/일별/주간/월간 시세 및 차트 제공

●사용자의 관심지수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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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ies 원자재

원자재종합 [6900]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곡물 카테고리별 주요 원자재 시세, 뉴스 및 전망 제공

●카테고리명 클릭시 개별 종합화면 연동, 개별 시세 클릭 시 상단 차트 변경됨

●연동화면 안내

원자재 시황 및 뉴스 [6910]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농수산물/ 철강 카테고리별 실시간 시황, 뉴스, 보고서 원문 제공

●기간별 조회 및 키워드 검색 가능

원자재 전망 [6880]

●국제 상품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석유, 금, 구리와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한

해외 기관의 전망치를 월별, 기관별로 제공

●전망치 컨센서스는 분기/연간 BAR 형태로 제공(컨센서스 수치 및 전망치 상/하 수치 제공)

●실제 시계열차트와 연결 제공되어 향후 등락예측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 가능

■전세계 주요 상품거래소의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농축산물 등과 같은 국제 원자재 상품선물 시세를 제공

■국제 상품시장 전반에 걸친 실시간 뉴스와 카테고리별 전망 보고서와 전망치를 화면별로 구성

시세

6901
6902
6903
6904

에너지종합
귀금속종합
비철금속종합
곡물종합

뉴스
6910
6880

원자재 시황 및 뉴스
원자재 전망

전망 6881 원자재 기간별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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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별 상품선물 종합 [6561]

●주요 거래소별 상품 시세의 최근월물 시세와 기물별 시세와 차트를 제공

●제공 거래소 : CME, CBOT, NYMEX, COMEX, NYBOT.ICE 

●상품 상세 명세(최근월물, 만기일, 최종거래일, 거래량 등)제공

●기물별 상품선물 가격 curve를 차트로 제공

LME 종합 [6711]

●LME Select_ Inter-Office 종합 : 비철금속, Plastics, Steel Billet 시세 정보 제공

●관련화면 : 

- Ring Session [6701~6704, 6712, 6713] 

- LME Select/Ineter-Office [6705, 6708, 6711]

- LME Spread [6725, 6726]

- Warehouse [6707, 6717]

- LME index [6710]

●LME 캘린더, 전세계 창고 정보, Market Maker 정보 제공

LME Wherehouse [6707]

●LME가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별, 상품별 재고량

원자재 기간별 전망추이 [6881]

●전망대상 기간별로 전망추이 변동을 알아볼 수 있는 화면

예를 들어, 2009년 구리, 아연과 같은 주요 비철금속

연간 전망치에 대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 전망치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표와 차트로 제공

상품선물 통합 [6524]

●일자별로 주요 카테고리의 상품가격 제공

●에너지/귀금속/비철금속/곡물/기타상품으로 구성되며, 

원화환산 금액으로 전환 조회 가능

●개별 시세 클릭시 일별추이 및 일별 차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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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차트

일목균형표

●100여 종류의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정밀하게 제공

예) 일목균형표 제공 - 선행스팬, 후행스팬, 구름대를 정확하게 표시. 날수계산

(Candle Counting)을 통해 사용자가 자체 분석 가능한 기능 제공

●주식, 선물, 외환, 금리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

●라인색 굵기 및 색상과 흑운 적운의 색상영역의 무늬 선택 가능

중복차트

●중복 기능의 다향화: 

- 종가비교: 단일축을 이용하여 비교

- 상대비교: 양축을 이용하여 비교

- 등락률 비교: 특정시점 이후의 누적등락률 비교

●중복차트만의 보조지표 제공

- 스프레드: 두종목간의 가격차이를 보조지표 형태로 제공

- 공분산/상관계수 등 조회

●크로스레이트 계산: 이종통화 2개 선택시 가상의 크로스 레이트 제공

100여개의 다양한 분석지표 제공

●다양한 분석 보조 지표를 중복지표(스프레드, 상관계수, 공분산 등) 가격지표

(이동평균, 일목균형표, 불린저밴드 등), 보조지표(추세선, 모멘텀, 시장강도 등)로 나눠서 제공

●증시자금동향, 대차잔고, 신용융자, 투자자동향과 같은 증권시장의 주변 지표도 차트로 제공

●뉴스공시 발생건수의 지표화 : 클릭시 해당내용 확인 가능

●회원사별 매매 외국인 지분율 지표화

■장기간의 틱데이터 제공: 최장 1년치의 틱차트 제공, 5년치의 분차트 제공(세계 최단 속도 자랑)

■100여개의 보조지표 이용한 다양한 분석 가능

■중복, 다중 비교: 유연하게 시장간, 종목간 비교분석이 가능(절대비교, 상대비교, 스프레드 비교 등)

■이벤트 분석: 주요사건 발생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뉴스와 연동해 보는 기능 탑재

■리얼타임 P&F: 외환, 선물 등의 움직임을 리얼타임 P&F 차트로 제공

■다양한 가격지표와 경제지표 망라한 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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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거래량 - 지수선물, 국채선물

●지수선물,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자별 동향을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대별로 장중에 볼 수 있음

●장중에 투자자별 매수, 매도에 따르는 추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한 기능으로 평가

받고 있음

ex) 외국인 100계약 이상 매수

투신 50계약 이상 매도

P&F 원/달러 (틱차트)

●가격의 움직임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P&F차트를 실시간 틱을 이용해서 제공

●외환, 주식, 선물 등 리얼타임 데이터 전반에 대해 적용

●데이터에 따라 1개월 이상 소급해서 과거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음

편리한 추세선 기능

●차트에 대해 그려 본 추세선은 기간을 일별에서 주별, 월별로 바꾸더라도 그 모양이 유지되므로

기간에 따른 추세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간차트, 피보나치비율과 같은 다양한 조정비율(Retracement Rate)를 적용하는 기능 제공

●십자, 수평, 수직 추세선 같은 기본기능은 물론 추세선 이동 복사 서비스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지표의 통합

: 하나의 차트에서 분석 가능

●국내외 경제지표와 시장지표를 중복해서 비교하는 기능 제공

예) 리보와 미국국채 수익률간의 Ted Spread 제공

KOSPI와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와의 비교

신세계주가와 소비자기대지수 비교

●경제지표 차트 - 전년동기, 전기, 원지수, 증감률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 가능

이슈 및 주요 뉴스 기능

●서브프라임, GM 파산보호신청, 월별 경상수지 흑자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한 일자에 대한 요약 정보 제공

●특정 일자 선택시 해당일에 발생한 뉴스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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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Data Manager
모든 금융시장의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택, 편집

사용자 종목/ 항목 선택창

① 인포맥스 메뉴바 하단 엑셀 아이콘 클릭 하여 실행

② 선택창 최상단에서 주식/업종, 선물/옵션, 외환, 금리/수익률, 해외/상품, 경제지표 / 펀드 / 기업 정보 등 대분류 선택

③ 중분류 및 세분류가 트리형태로 나열되며, 해당 분류 하부에 속하는 종목 선택

④ 항목선택기능: 주식의 경우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량, 시가총액 등 필요한 항목 선택

⑤ 선택창 우측하단에서 Excel로 열기 버튼 클릭 시 엑셀창이 열리며 데이터 연동
※ 기업정보의 경우 선택한 종목, 계정과목 데이터가 피벗테이블 형태로 엑셀 연결

■Infomax Excel 리얼타임 연결

- Excel 2003 이상 사용자용 함수 사용기능(RTD) 기능 제공

- 서비스 대상 확대: 주식, 선물, 옵션, 급리, 해외지수/주가, 해외상품 현/선물, 국내외 경제지표, 펀드, 기업정보

- 엑셀 처리방식 세분화: 리얼타임, 스냅샷, 히스토리

■화면데이터 Excel 전환

- Drag & Drop 기능 이용

- 화면상 R-button 기능 이용(전체 리얼타임, 전체 텍스트, 선택영역 리얼타임, 선택영역 텍스트)

■Excel 이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 화면에서 Drag & Drop

- 엑셀다이얼로그에서 발췌

- 차트에서 엑셀연결

- 일반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

●리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 필드조회 및 갱신

●스스냅샷

- 당일 또는 과거 특정일자 종가 조회 (주식 전종목 고속조회가능)

- 당일자 조회 및 파일저장 후 파일 오픈시 최종데이터 재조회 또는 조회시점 데이터 유지 기능 선택 가능

- 당일자 조회시 "REFRESH" 제공

●히히스토리

1) 틱, 초, 분 : 사용자 지정 기간 동안의 시, 고, 저, 종, 거래량 형태 조회

2) 일, 주, 월, 분기, 년 : 시장별 다양한 필드조회 지원

3) DUMP :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의 데이터 고속 조회

4) AUTO UPDATE

- 사용자가 히스토리 조회후에 화일 저장. N일 경과 후애 화일을 열면 경과분 데이터 자동 추가조회 됨

- 최상단 당일자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 조회옵션 제공 (시간순 조회-시간 역순 조회,  "거래일만 포함/비거래일 포함/비거래일 및 주말 포함" 선택 가능,  "Data + Chart 조회"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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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모니터링 기능 강화

●인포맥스단말기의 RTD 기능을 활용하여 인포맥스가 제공하는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시장의

업종지수와 종목시세, 주요국 금리, FX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에서 원하는 지수 / 종목 등 편집

●LME, CME, NYMEX, CBOT 등 주요 원자재는 물론 CDS 정보 서비스

Easy Take

●횡단면 데이터 다운로드: 분석하고자 하는 종목과 항목을 선택하여 특정시점의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Valuation: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추정모델 서비스

●Indexing: 종목 및 산출시점을 선택하여 인덱스산출 (가격가중, 시총가중, 평균등락률 방식)

●Screening: 시장정보, 재무정보의 각 항목을 And/Or 방식을 통해 검색가능

섹터/업종분석 기능 강화

●Info-GICs: GICs를 국내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였으며, 편입종목의 실적전망치를 합산하여

섹터간 비교 가능

●KRX Industry: 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유가증권/코스닥 업종비교

●시장전반에 대한 전망치 분석: 각 섹터의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시장전체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Infomax250, Large100, Core30의 실적전망 변화 서비스

●선택종목 합산: 선택한 종목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치 합산데이터 제공

■Top-Down 방식에 따라 인포맥스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한 섹터간 실적추이/전망치 분석은 물론
동일섹터 내 종목비교 가능

■각 템플릿은 A4사이즈로 바로 출력하여 보고서로 활용가능

■분석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 
분석대상종목과 대상항목을 선택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종목의 합산 재무제표 서비스

■기업분석 방법의 다양화: 
텍스트 및 히스토그램, 파이차트, 라디오차트 등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 하도록 템플릿 구성

■컨센서스 분석:
기업 및 섹터의 실적보고서 내용과, 향후 실적전망에 대한 연결기능(연간/분기)

■히스토리데이터 다운로드
주식관련정보, 채권금리, 통화, 등 인포맥스가 서비스 하는 금융시장 및 경제지표 데이터 다운로드

■애널리스트 리포트: 국내 전증권사의 리포트 조회 서비스

Excel Template Service 
엑셀을 이용한 재무 및 기업실적전망치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