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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메인화면

메인화면

①주요국 증시 및 환율, 주요원자재 차트를 확인.

②히트맵(원자재/지수, 주식, 환율, 금리 등의 변동) 

③각국의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④뉴스 및 각종 보고서, 시황을 확인할 수 있음.

①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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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HOME-주요뉴스

HOME-하위메뉴 ‘주요뉴스’ 클릭

GMFocus에서 각 담당자들이 업로드하는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1)종합: 경제, 규제/법률, 산업/기업, 원자재 등 여러

분류로 검색 가능, 기간별 뉴스 검색 가능,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가능

2)원자재: 원자재 버튼 클릭- 가격분류에서 각 원

자재별로 확인가능. 기간별 뉴스 검색 가능, 검색어

를 이용한 검색 가능

3) 경제/산업: 경제와 산업관련 뉴스 확인. 기간별

뉴스 검색 가능,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가능

4) 뉴스포커스: GMFocus에서 작성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정해 그 관련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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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HOME-보고서

HOME-하위메뉴 ‘보고서’ 클릭

GMFocus에서 각 담당자들이 업로드하는 보고서

및 시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1) 시황: 매일 각 거래소의 시황 및 해외경제동향

2) 이슈분석보고서: 매월 이슈가 되는 주제들로 이

루어진 이슈보고서 확인

3) Weekly Briefing: GMFocus의 주간보고서를 확

인할 수 있음

4) 전망보고서: 매월 25일에 업로드되는 각 원자재

시장의 전망보고서를 확인

5) China Focus: 격주로 업로드되는 중국 경제, 정

책, 산업, 원자재시장의 보고서 확인

6) 주요외부기관 보고서: OPEC, EIA 등 해외기관의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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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HOME-통계

HOME-하위메뉴 ‘통계’ 클릭

GMFocus의 각 ①원자재별 통계데이터와 ②각 나

라의 경제/산업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국가별 경제/산업 통계는 분류별, 국가별로 검색가

능

1) 분류 조건에서 원자재 선택

2) 공급/수요/시장 대분류에서 원하는 항목 클릭

3) 원하는 데이터의 하위항목 클릭

4) 오른쪽 품목명의 통계 데이터 클릭

5) 데이터 조회는 기간별, 데이터 수, 정렬방식으로

나누어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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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HOME-통계

원하는 통계데이터를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선택하

여 ‘데이터 차트보기’ 클릭

- 차트는 기간별, 데이터 수, 정렬방식으로 나누어

차트비교 가능

원하는 통계데이터를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선택하

여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

- 데이터는 기간별, 데이터 수, 정렬방식으로 나누

어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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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국제원자재 클릭

① 히트맵: 귀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곡물&오일시

드. 소프트, 축산물 각 대표가격의 등락현황 확인

② best/worst 5: 전일 대비,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연초 대비로 구분하여 등락률 상위 5개 품목과 등락

률 하위 5개 품목 확인.

③ 원자재지수: 주요 원자재 지수 5가지의 현황을 차

트로 확인

④뉴스 및 보고서: 원자재 뉴스와 거래소 시황, 각종

보고서를 확인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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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국제원자재-하위메뉴 원자재 품목 클릭

① 글로벌가격 지도: 지역별(국가별) 원유 가격 확인

USD/bbl으로 단위 통일 후 비교가능

②지역별 주요 원유 가격 : 지역별(거래소별) 주요

원유 가격 및 등락률 확인

③Historical Price: 3개월 전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

화시켜 기준일 대비 등락율을 계산한 차트 확인

* 각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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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①

④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각 원자재별 주요 원자재

가격, 등락, 등락비 확인.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⑤ 가격: 분류별 가격 확인.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

로 이동

⑥원하는 가격데이터를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선택

하여 ‘품목비교하기’ 클릭-> 상기 데이터 차트보기와

동일

⑦뉴스 및 보고서: 원자재 뉴스와 거래소 시황, 각종

보고서를 확인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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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각 품목당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① 기본정보 : 품목 가격의 기본 정보를 전주대비, 전

월대비, 연초대비, 전년 대비로 나누어 등락비와 등

락률을 기재. 

52주 최고 가격과 52주 내 최저 가격을 보여주고

GMFocus가 보유하고 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 중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 가격과 역대 최대 상승률과

역대 최대 하락률을 나타내줌. 

② 차트 다운로드: 차트 다운로드 클릭 시 이미지 파

일(PNG)로 저장하여 보고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③ 개별 월물 보기, ④기간별 Min/Max 찾기

: 다음페이지 설명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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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각 품목당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 개별 월물 보기

- 월물 선택 -> 기간선택(자동, 수동 가능), -> 조회

- 차트 이미지파일(PNG)로 다운가능, 엑셀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차트 아래 별도로 날짜, 가격, 거래량 명시

기간별 Min/Max - ≫

기간선택 -> 조회

조회 기간 내의 최고가, 최저가, 최대상승률(%), 최대하락률(%)

확인



15

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각 품목당 가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상세페이지 : 데이터, 평균보기, 뉴스/리포트, 분석, 

관련 통계로 나뉨

데이터보기: 월물 선택 후 기간 선택(자동, 직접입력

가능) – 조회 클릭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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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평균보기 클릭->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평균 선택-> 기간선택->조회

차트와 함께 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뉴스/리포트 클릭->뉴스, 뉴스 Alert, 이슈보고서, 전망보고서, 주요기관 보

고서, 통계보고서, 시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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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분석-> 기초통계분석 -> 기간선택->기술통계랑, Histogram, Volatility, 

Box-Plot 차트로 확인

분석 -> 월 평균비교-> 5년/10년 선택-> 단순 월평균 분석과 조정 월평균

분석 차트 및 데이터 확인(차트는 이미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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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분석-> Forward Curve -> 포워드커브 차트와 함께 월물 별 스프레드를 확

인 할 수 있음. 

분석-> 시장 추세 -> 지표 선택 -> 1,3,6개월, 1년, 전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트와 함께 지표 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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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분석-> Filtering -> 지표 선택 -> 시계열을 이용한 H∙P 필터와 분해법을

이용한 추세성분, 계절성분, 불규칙 성분 차트 확인

분석-> 지표선택 -> 기간선택-> ATR, Aroon, Bollinger Bands, Chaikin

Volatility, RSI시장신호 그래프 확인 및 지표설명 상세보기 확인



20

GMFocus 국제원자재- 가격 상세보기

분석-> 원자재 상관도 -> 통계 선택(상관계수, 교차상관함수) 관련통계-> 분류 조건에서 원자재 선택 -> 공급/수요/시장 대분류에서 원

하는 항목 클릭->원하는 데이터의 하위항목 클릭-> 데이터 조회는 기간별, 

데이터 수, 정렬방식으로 나누어 조회가능 -> 차트로 확인 가능





22

GMFocus 글로벌경제

글로벌경제 클릭

① 히트맵: 주요국의 증시, 환율, 금리 등락현황 확인

② 금일 주요국 지표 발표: 금일 발표되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현황 체크(캘린더에서 날짜 선택가능)

③ 금주 주요 경제 이벤트 일정: 금주에 있을 경제

이벤트 현황(경제지표 클릭 시 상세페이지 이동)

④주요국 기준 금리: 주요국들의 금리를 한눈에 확인

가능(금리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오른쪽 주요

국 중앙은행 회의 일정보기 클릭-> 주요국들의 회의

일정을 팝업창으로 확인

⑤ 뉴스: 경제뉴스, 일일 해외경제동향, 경제 전망 보

고서, 외부기관 경제분석 보고서 확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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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Economic Calender

글로벌 경제- 하위메뉴 ‘Economic 

Calender’ 클릭

① 주요국 지표 발표 일정(주간): 주간 단위로 주요

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

1) 캘린더에서 날짜 선택가능

2) 경제지표 클릭 시 상세페이지 이동

② 주요국 지표 발표 일정(월간): 월간 단위로 주요

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

1) 주요국 전체 일정 월별로 선택하여 확인

2) 국가별 경제지표 일정 확인 가능

* 지표 클릭 시 상세페이지 이동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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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지표 상세보기

경제지표 클릭- 상세페이지 이동

차트 다운로드: 차트 다운로드 클릭 시 이미지 파일(PNG)로 저장하여 보고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기간별 Max/Min: 기간별 Max/Min 클릭 시 팝업창에서 기간선택 후 기간 내

최대값, 최소값, 최대상승률, 최대하락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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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지표 상세보기

원자재 상관도 보기: 원자재 상관도 보기 클릭 시 경제지표와 원자재 와의 상관

도를 확인(상관계수, 교차상관함수) 

Filtering: Filtering 클릭 시 시계열을 이용한 H∙P 필터와 분해법을 이용한 추세

성분, 계절성분, 불규칙 성분 차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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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지표 상세보기

가격 비교 차트 보기: 가격 비교 차트 보기 클릭 시 경제지표와 여러 원자재

가격과 비교하여 차트를 완성, 비교할 수 있음.

데이터보기: 경제지표 상세보기를 누르면 차트 아래 데이터를 볼 수 있음. 기간

별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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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경제/산업 통계

글로벌 경제- 하위메뉴 ‘경제/산업 통계’ 클릭

GMFocus의 각 나라의 경제/산업 통계를 확인할 수 있

음.

국가별 경제/산업 통계는 분류별, 국가별로 검색가능

1) 분류 조건에서 분류별/국가별 선택

2) 대분류에서 원하는 경제지표 항목 클릭

3) 원하는 데이터의 하위항목 클릭

4) 오른쪽 품목명의 데이터 차트보기 클릭(최대 4개까

지 비교가능)

5) 데이터 조회는 기간별, 데이터 수, 정렬방식으로 나

누어 조회가능

* 각 지표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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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환율(FX)

글로벌경제- 하위메뉴 환율(FX) 클릭

주요 환율: 주요국의 환율 확인(환율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분류별 주요 통화 동향: 주요국 통화(달러화 기준), 주요국 통화(원화 기준), 주

요 원자재 통화 차트 확인

환율 List 보기: 원화, 미달러, 위안화 기준으로 각 국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달러화지수인 달러인덱스도 확인 가능

리스트 마지막에 환율 비교 하기 클릭 시 최대 4개까지 차트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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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환율(FX) 상세보기

환율 클릭- 상세페이지 이동

차트 다운로드: 차트 다운로드 클릭 시 이미지 파일(PNG)로 저장하여 보고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기간별 Max/Min: 기간별 Max/Min 클릭 시 팝업창에서 기간선택 후 기간 내

최대값, 최소값, 최대상승률, 최대하락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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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환율(FX) 상세보기

환율 평균 보기: 환율 평균 보기 클릭 시 각 국의 환율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평균치를 기간별로 선택하여 확인 가능

가격 비교 차트 보기: 가격 비교 차트 보기 클릭 시 환율과 여러 원자재

가격과 비교하여 차트를 완성, 비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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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환율(FX) 상세보기

분석-> 기초통계 분석 : 기술통계랑, Histogram, Volatility, Box-Plot 차트로 확

인(기간 선택 가능)

데이터보기: 경제지표 상세보기를 누르면 차트 아래 데이터를 볼 수 있음. 기간

별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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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 환율(FX) 상세보기

분석-> Filtering -> 지표 선택 -> 시계열을 이용한 H∙P 필터와 분해법을 이용

한 추세성분, 계절성분, 불규칙 성분 차트 확인

월평균 비교: 분석 -> 월 평균비교-> 5년/10년 선택-> 단순 월평균 분석과 조

정 월평균 분석 차트 및 데이터 확인(차트는 이미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데이터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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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글로벌경제-Economic Snapshot

글로벌 경제- 하위메뉴 ‘Economic 

Snapshot’ 클릭

주요국들의 주요 경제지표를 한 눈에 확인, 비교할 수

있으며 등락률도 알 수 있음.

* 각 지표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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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전망-GMFocus 전망

전망- 하위메뉴 ‘GMFocus 전망’ 클릭

①글로벌마켓포커스의 주요 원자재 대표가격 전망치를

확인 할 수 있음. 

1) 대분류에서 품목별로 선택 가능

2) 전망월(기간) 선택 가능

②해외기관 전망 보고서 및 GMFocus의 원자재별 전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음

* 각 품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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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전망-GMFocus 전망 상세보기

전망-> GMFocus 전망-> 품목 클릭: 선택한 품목의 대표가격의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9개월의 월 평균 가격과 예측가 확인, 비교

가능

전망-> GMFocus 전망-> 품목 클릭-> 주요변수 보기: 선택한 품목의 대표가격

과 주요 변수간 차트를 통해 비교할 수 있음. 가격과 비교할 수 있으며,(1가지 품

목과 비교가능) 주요 변수간 비교(변수2개 선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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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전망-GMFocus 전망 상세보기

전망-> GMFocus 전망-> 품목 클릭->전망 평가: 선택한 품목의 대표가격의

전망의 방향성과 오차율를 확인할 수 있음

전망-> GMFocus 전망-> 품목 클릭-> 가격 상세: 국제원자재의 각 품목별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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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전망-GMFocus 전망 상세보기

전망-> GMFocus 전망-> 품목 클릭->영향도 분석: 선택한 품목의 대표가격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음

전망-> 해외기관 전망: 대분류에서 선택한 품목의 해외기관별 전망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음. (발표기관 클릭 시 상세보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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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Focus 전망-고객센터 및 마이페이지

고객센터는 GMFocus의 공지사항과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용안내, 무료∙유료 회원 신청 및 질문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음.

마이페이지에서는 등록된 관심 품목을 이용해 최대 2개까지 차트 비교를 할 수

있으며 품목 비교를 할 수 있음. 또한 회원정보 수정 및 문의내역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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