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타 다이렉트℠(Morningstar Direct℠) 기업 및 주식 데이터
모닝스타 다이렉트 특징

폭넓은 기업 재무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지난 2012 년에는 무려 여섯 명의 모닝스타

- 33,000 개이상의 개별 기업 및

33,000 개가 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애널리스트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선정한 “베스트

42,000 개 이상의 주식에 대한
재무데이터
- 200,000 개 이상의 주식에

가진 모닝스타 다이렉트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96%에 달하는 글로벌 주식

애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그 중 두 명은 해당
업종에서 1 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 가격 및 성과 데이터

재무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상호 기업평가를

- 주식 및 채권 분석보고서

위해 기업 8-K, 10-K, 10-Q, 주주, 분기 보고서,

- 철저한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위임장, 보도 자료, 뉴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 실시간 금융시장 자료

통합하여 만든 종합적인 금융 데이터를

모닝스타 평가등급을 통해 주식의 현재 가격과

제공합니다.

모닝스타 추정 적정 주가와 비교합니다. 2001 년

업데이트

입증된 분석자료
모닝스타는 경제적 해자 평가등급(Economic Moat
Rating), 불확실성 평가등급(Uncertainty Rating),

처음으로 종목 분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4%의

가격 및 성과 데이터

연평균 수익률을 자랑하는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모닝스타 데이터는 전 세계의 200,000 개 이상의

포커스 지수(Morningstar Wide Moat Focus Index)의

주식에 대해 빠르면 1972 년부터 과거 및 현재

성과를 통해 모닝스타의 탁월한 분석력을 입증하고

가격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는 일일 가격,

있습니다.

과거 가격, 기술적 분석 및 지수 시계열
과거수익률 등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확립된 검증 프로세스

출처로부터로 받은 실시간 데이터 및 뉴스도

전 세계의 모든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포함되어 있으며 시세 및 차트 표시 등의 기능을

품질이나 적시에 제공하는지 믿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통해 정보를 다각도로 보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없습니다. 모닝스타는 지난 25 년간 금융정보 수집, 처리
및 검증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저희는

수상경력에 빛나는 애널리스트 분석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모닝스타의 상품 및 서비스에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 1,800 개

활용될 때까지 최고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의 기업을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통찰력을

철저하게 확립된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가지고 조사합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있습니다.

일관성있고 수준높은 분석방식으로 내재 가치 및
경제적 해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합니다.

상품 설명 문의
김덕환 상무(02-3771-0710,
patrick.kim@morningstar.com),
박종민 팀장(02-3771-0721,
chris.park@morningstar.com)

뛰어난 툴
모닝스타 다이렉트는 심도 깊은
데이터 및 분석정보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