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y to be Intelligent?
국내외 관련 부서간
자재 관련 통합 정보 공유

Monitoring &
Data Handling

견적/입찰/구매/투자 등
총괄적·전략적 계획수립

전사적으로 동일한 원자재 통합 정보를 공유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날이 갈수록

치열한 수주, 입찰, 구매, 투자 환경 변화에

함으로써 Intelligent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높아지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로 인해 기업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니다.

실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부별/개인별로 관리하던 원자재 정보를

이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귀사의 인트라넷 상에서 효율적으로 공유/

Monitoring 및 Big Data 관리는 기업 생존

PAMS/ GMIS 뿐입니다.

검토하십시오.

에 필수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상황을 보다 효과적이고

Intelligence is Yours!
DATA

가격

뉴스

통계

Event

시장동향

추정

예측(전망)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Price Trend

업종별 특성에 맞춘 Standard Package :

목록에서부터 중요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Pri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Customizing

Global Market Intelligence System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식품업 등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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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DS의 Knowledge DB를 활용한 전망 도출”
KoreaPD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국제원자재 DB
가격 DB, 통계 DB,
뉴스 DB, 학술저널 DB,
해외기관 보고서 DB

Forecasting

거시경제 DB
원자재 시장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거시경제 지표 자료

통계분석

이슈분석

이벤트분석

DB

DB

DB

산업 및 기업 DB
원자재 수급 관련 산업 및
기업 통계 자료

Market DB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

전망
보고서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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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 후
주가 수익률

Q. 전망을 활용한 기업의 성과는?
A. KoreaPDS의 전망을 통해 기업 가치가 대폭 향상됩니다.

79.8%

KoreaPDS의 원자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전망서비스를 활용한
30.6%

기업의 주가는 KOSPI 대비 월등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도입 후 1년 시점에는 평균 24.7 %, 시스템이 회사에 정착되고

6.4%

5.9%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진 3년 후로는 평균 73.4%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년 후
KOSPI

3년 후
고객사

전망 Process

선행연구 검토
및 기초 분석
 선행 연구 검토
 가격 기초 분석
 설명 변수 분석

선행연구 검토
및 기초 분석
 가격 전망 모델 Flow Chart 구성
 모형 식별/추정/진단
(ARIMA, VAR, GARCH 등)
 예측 및 서비스 제공

선행연구 검토
및 기초 분석
 전망 평가 관리
 예측 안정성 평가
 예측 갱신

Price Trend
깔끔하고 편리한 Interface로 가격을 쉽게 찾고, Trend를 바로 확인하며,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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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Web에서 제공되는 경제동향, 시황, 뉴스, 이슈는 물론 품목별 전망(향후 12Q 까지)이 있는 전망보고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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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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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략 시뮬레이터

Cost Analysis

기자재↔원자재 Matching

• 구매 시점 선정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제안

• 주요 품목을 구성하는 원자재 시장가격

• 구매하는 기자재의 가격 특성을

• 국제거래가격 추이에 따른 최적 구매 시점 포착
•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변화에 따른 제품 적정가 산정
• Forecast/추정치를 활용한 가격 시뮬레이션

자재 조달이 가능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
• 기자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Matching 하여
원자재 가격이 기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원자재 조기 경보시스템

Price Matrix/Table

Price Impact Flow Chart

• 원자재 시장의 이상증세를

• 지역별 원자재 가격을 운임, 관세, 부과세

•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수급 및 기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위기 상황 발생 이전에 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등을 가안 비교 분석
ex) Resin : 유가변동에 따른 Down Stream
제품가격 변동 분석

정성적 요인들을 도식화
• 가격 및 통계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툴

구축 Process
원자재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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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Price

통계자료

KoreaPDS Kbase DB

Price DB

News DB

News DB
News DB

Global Market
Data/Issue

Cost Analysis

Forecasting Modeling

분석 DB

예측 DB

Price DB
News DB

Report DB

뉴스/이벤트

Report DB

PAMS/GMIS
• 원자재 가격, 수급 DB

• Cost Analysis

• 경제, 지표, 환율, 운임 DB

• 원자재 전망 Contents

• 원자재 분석 Contents

Intra Net. Service

원자재 시장 모니터링
• 고객사 구매관리 포탈
• 고객사 사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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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데 PAMS/GMIS를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A. 비용, 전문성, UI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비용절감 : 시간과 비용 최소 1/10 절감

2. 전문성 : 업무에 즉각 활용 가능한 보고서

3 시장분석에 최적화된 User Interface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필요한 가격 및

원자재 품목별 전문 연구원이 시장을 이해

DB분류 및 활용을 위한 모든 기획단계부터

통계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별도 공급을

하고 분석한 보고서가 상시 제공됩니다.

시스템 장착, 유지관리까지, 원자재 전문

받아야 하고 이를 DB화 및 시스템화 하는

이러한 정보에 귀사만의 해석을 곁들어서

기관의 시스템화 노하우가 축적된 User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사 시스템을 이용함

업무에 즉각 활용이 가능합니다.

Interfa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사후
유지관리도 가능합니다.

Q. PAMS/GMI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사업 입안 및 검토 – 입찰 – 진행 – 사후 리뷰 등 각 단계별로 철저한 수익성 및 리스크 분석 ∙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각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구매계획, 단가책정 등  원자재 정보/전망을 의사결정 근거 보조
• Trading(화학, 철강, 광물, 섬유 등)  지역별 원자재 가격 정보 및 단기 예측 참고
• Project Organizing(발전, 플랜트 등)  해당 지역 및 시장 특수성을 감안한 원가절감
• 해외 자원개발(E&P)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해 및 분석력, 중장기 예측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