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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Research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필수 컨텐츠!

FnResearch는 국내외 약 600여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 컨텐츠입니다.   
PC,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하여 꺼내볼 수 있는 Digital Library 개념의 상품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Research Provider들의 자료 제공시간에 맞추어 오전 7시부터 리서치 자료 List Up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op 30 리포트
 
조회수 기반의 인기 상위 리포트를 순위별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관심분야 및 금융시장의 주요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검색 & 상세검색 
 
리포트의 제목, 본문 이외에도 제공사별, 분류별 조건을 통합하여 빠르고 정확한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할 수 있는 

[상세검색]뿐 아니라 베스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거래, 컨센서스 등의 조건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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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禪 조건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 

리포트의 제목, 본문 이외에 국가별 주제별, 산업분류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류별 검색을 통해 필요한 주제의 리포토를 선택하거나, 
북미산업분류(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체계로 정리된 세계 산업동항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류션택 

저꿈범위 

산업분三 

曰 Company 

□ Basic Company Information 

口 Earnings Fo『ecasts

□ Marketing/Advertising Policy 

口 I nvestor Relations Reports 

□ Finanoia I Results 

□ ownership Cllanges/Public Offerings 

구분 

□ Economic D Financial Ma『kets

口 Country Overviews/Profile D Equity 

□ Demographics D Fixed Income 

□ Economic Forecast D Dertvatives and Structured Finance 

□ Employment, Unemployment and Earnings D Commodities 

□ G『oss Domestic Product (GDP) D Foreign Exchange and Money Markets 

D Demand D Funds 

내용 

X 

대상국가 
· China, India, Thailand, Russia, Indonesia, Malaysia, Brazil, Indochina, Vietnam, Hong Kong, Philippines, Taiwan, 

Singapore 

제공증권사 

주제 

업데이트건수 

Benefit 

· 중국 : 중금공사, 은하증권, 해통증권, 국대군안증권, 중신증권, 초상증권 외 50여개 증권사 

· 기E됴}가 : 70여 개 증권사

· Company, Financial Markets, Industry, Economic, Risk&Compliance, Legal 등

· Daiff 400여 건

• 매일 필요한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와 비용 최소화 

• 현지 증권사가 생생하게 작성한산업과 기업의 분석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는 효과

• 국내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 대한 폭넓은 자료 분석 가능

感쓰匡I*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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