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KISVALUE 사용자 매뉴얼 

 

 

 

 

 

 

 

 

 

 

 

 

 

 

 

 

 

 

 

 

 

 



 

 

DATA LIBRARY 

Data Explorer 

개별기업에 대한 개요 및 재무정보, 재무분석, 기업가치, 주가정보, 기업실적전망, 신용평가정보, 

배당정보, 전자공시, 증권사 분석보고서, 공시자료,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때에 편리합니다. 

 
 

1. 기업 선택 

검색창에 기업 이름이나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항목의 검색 결과가 

하나인 경우 해당 기업이 바로 선택되며, 여러 개일 경우에는 검색창 밑에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열립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Lookup 화면을 이용하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출력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Overview, 재무정보, 주가정보, 자본 변동, 실적 전망, 신용 등급, 

전자공시 등의 다양한 보고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선택한 보고서에 따라 변경되며, 출력 기간, 보고서 옵션, 출력 형태,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Financial Statement 

 

General F/S 

복수 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재무분석, 추정기업가치, 결합재무제표 및 금감원 

경영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재무제표를 출력할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검색창 및 추가(+)/삭제(-)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검색창 

검색을 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기업 선택창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한 검색창 오른쪽의 드롭다     

운 박스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설정할 User Portfolio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선택한 포트폴리오 내의 기업들의 목록이 하단 기업선택창에 

나타납니다. 

B. 추가/삭제버튼 

+버튼을 누르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Lookup Identifier 창이 나타납니다. 기업  

선택창에서 기업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업이 기업  

선택창에서 삭제됩니다. 

C. 기업 선택창 

추가할 기업들이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마우스로 기업을 클릭하여 대상 기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Shift나 Ctrl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출력될 보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개별∙연결 재무제표, 재무분석, 추정기업가치 등 

다양한 출력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User Sets 

사용자가 사전에 사용해 놓은 Item Set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s 메뉴의 User Items 메뉴 또는 Lookup Item 화면을 이용하여 User Set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B. 재무제표 

개별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출력합니다. 굵은 글씨를 선택하면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이 한 시트에 출력됩니다. 

 재무상태표 – 개별기업이 공시할 재무상태표를 출력합니다. 

 손익계산서 – 개별기업이 공시할 손익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개별기업이 공시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제조원가명세서 – 개별기업이 공시할 제조원가명세서를 출력합니다. 

(단 제조원가명세서는 원칙적으로 2003년 결산 재무제표까지 제공됩니다.) 

 현금흐름표 – 개별기업이 공시한 현금흐름표를 출력합니다. 

 자본변동표 – 개별기업이 공시한 자본변동표를 출력합니다. 

C. 재무분석 

기업의 경영상태를 편리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재무비율 및 비금융업 기업에 대해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석, 손익분기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 연결재무제표 

기업에서 공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출력합니다. 굵은 글씨를 선택하면 연결재무제표 

 의 모든 계정이 한 시트에 출력됩니다. 

 



 

E.  추정기업가치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초과이익, 잉여현금흐름, EVA, MVA 등의 정보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F.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에 한해 공시하는 결합재무제표를 출력합니다. 굵은 글씨를 선택하면 

 결합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이 한 시트에 출력됩니다. 

G. 금감원 경영정보 

금융업종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가 출력됩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출력될 보고서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출력 기간, 형식, 단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Query Term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Begin에 설정된 년도부터 End에 설정된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Begin의 연도가 End보다 클 경우에는 역순으로 출력됩니다. ) 

B. Report Option 

출력될 재무제표의 연간/반기/분기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Annual : 결산 기준  보고서 

 Semi Annual :  반기 보고서 

 1 Quarter : 1분기 보고서 

 3 Quarter : 3분기 보고서 

 2 Quarter(3 Mon) : 순2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3 Quarter(3 Mon) : 순3분기(3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4 Quarter(3 Mon) : 순4분기(4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단 3 Mon 자료는 Flow 개념의 재무제표에만 해당합니다.) 

 All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All(3 Mon) : 1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C. Data 

 N – New Dataset,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한 2007년 이후 양식 

 O – Old Dataset,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와 관련하여  

제정  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D. Form 

 C – Compact Form, 주요 계정만 출력됩니다. 

 S – Standard Form,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계정이 출력됩니다. 

 F – Full Form, 데이터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정이 출력됩니다. 

E. Sheet 

Full Form을 선택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Each옵션을 해제할 경우 여러 기업 

선택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때 한 시트에 모든 기업이 옆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출력되며, Each 옵션을 해제하면 여러 기업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시트에 핚 기업씩 

출력 됩니다. 

F. Unit 

재무제표가 출력될 때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D 선택 시 사용자 기준의 환율기준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United F/S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집단 선택(Select Group)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중 출력할 기업집단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출력될 보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최상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선택하면 결합재무제표 

 의 모든 계정이 한 시트에 출력됩니다. 

A. 재무상태표 – 기업집단에서 공시한 결합재무상태표가 출력됩니다. 

B. 손익계산서 – 기업집단에서 공시한 결합손익계산서가 출력됩니다. 

C. 현금흐름표 – 기업집단에서 공시한 결합현금흐름표가 출력됩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A. Query Term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Begin에 설정된 년도부터 End에 설정된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Begin의 연도가 End보다 클 경우에는 역순으로 출력됩니다.) 

B. Unit 

재무제표가 출력될 때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Quotes Reports 

 

Quotes Reports에서는 상장된 기업의 주가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별 주가, 

주당가치지표, Beta 및 주가지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재무제표를 출력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검색창과 추가(+)/삭제(-)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업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기업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기업 중 출력할 기업을 마우스로 선택하며, 

Shift 나 Ctrl키를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Select Items)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가정보, 주당가치지표, 베타와 변동성, 이동평균주가정보, 

수익률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Quotes Item Table 추가) 

 

 

 

 



 

 

 

3. 출력 옵션 설정 

 

조회 기간, 출력 간격, 을 설정하고 벤치마크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벤치마크는 지수정보만 제공됩니다. 수익율 등은 제외) 

A. Query Term 

선택 항목에 대한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B. Output Period 

조회 간격을 선택합니다. Daily, Weekly, Monthly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Daily 

이외의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기준일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i. Daily 이외 항목을 선택하셨을 경우, 수익률을 조회하였을 때 주간이나 월간 

수익률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일간 수익률이 주간 또는 월간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C. Benchmark 

Add Index 버튼을 클릭하면 맨 오른쪽 열의 주가지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Valuation Reports 

 

재무정보와 주가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가치평가 지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재무제표를 출력한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검색창과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업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기업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기업 중 출력할 기업을 마우스로 선택하며, 

Shift나 Ctrl키를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Select Items)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가정보, 주당가치지표, 베타와 변동성, 자기주식, EVA, 배당 

수익률 정보를 선택 가능합니다. 출력할 항목을 마우스로 선택하며, Shift나 Ctrl키를 이용 

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em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Valuation Reports 의 

전체 계정값이 출력됩니다. (Valuation Item Table 추가) 

 

 

 

 

 

 

 

 



 

 

3. 출력 옵션 설정 

 

 

조회 기간, 보고서 출력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Query Term 

복수의 기업 및 항목을 선택할 때에는 단위 연도만 조회 가능합니다. 

B. Query Report 

출력될 재무제표의 연간/반기/분기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Annual : 결산 기준  보고서 

 Semi Annual :  반기 보고서 

 1 Quarter : 1분기 보고서 

 3 Quarter : 3분기 보고서 

 2 Quarter(3 Mon) : 순2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갂의  보고서) 

 3 Quarter(3 Mon) : 순3분기(3분기 해당하는 3개월갂의  보고서) 

 4 Quarter(3 Mon) : 순4분기(4분기 해당하는 3개월갂의  보고서) 

 All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All(3 Mon) : 1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Peer Group Analysis 

 

사용자가 정한 기업 리스트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한 재무항목을 원하는 형식으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해 다양한 형식(총 6가지 배열)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Wizard 버튼 

마법사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Peer Group Analysis를 수행합니다. 

2. Identifier(s) 및 Item(s) 콤보박스 

출력한 기업 리스트와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er Portfolio 및 User Items에서 

사전에 설정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3. Option 버튼 

Query Option/Query Layout 버튼을 통해 출력 기간 및 옵션,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Peer Group Analysis: Wizard를 이용한 데이터 출력 

 

Wizard를 이용하면 마법사 형식의 인터페이스로 원하는 보고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eer Group Analysis 화면에서 Wizard 버튼을 클릭합니다. 



 

 

 

1. 먼저 분석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콤보박스의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저장된 

User Portfolio를 선택하거나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선택합니다. 

2. 기업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콤보박스의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저장된 User Item을 

선택하거나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2. 항목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Financial Options 

재무 항목의 출력 기간 및 옵션을 설정합니다. Financial 항목을 선택하였을 때 출력 기간 및 

출력 옵션,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Quotes Options 

주가 항목의 출력 기간 및 출력 간격을 설정합니다. 출력 간격은 Daily, Weekly, Monthly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Daily 이외 항목을 선택할 경우 출력 기준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옵션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보고서 출력 형태를 설정합니다. 각 탭의 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하면 출력 형태의 예시 

가 하단에 출력됩니다. 총 6개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Column Type 

열을 기준으로 항목이 정렬됩니다. 

 

B. Row Type 

행을 기준으로 항목이 정렬됩니다. Order by – Item은 재무 계정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Account Type(재무 계정만 가능) 

 

 

 

2. 출력 형태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Submit 버튼을 눌러 결과를 출력합니다. 

 

 

Peer Group Analysis: 기업 리스트 및 항목을 직접 선택 

 

미리 저장해 놓은 User Portfolio 및 User Items를 빠르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Identifier(s) 

콤보박스와 Lookup버튼을 이용하여 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Item(s) 

콤보박스와 Lookup버튼을 이용하여 대상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2번 항목에서 선택이 완료되면 출력 기간과 옵션, 보고서 출력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되며, 설정 후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Massive Download 

 

Massive Download에서는 재무제표 유형별, 산업분류 별, 소속시장 별 등 다양한 기업리스트를 

선택하여 다수 기업의 개요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 컨센서스, 인물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New/Load/Save 버튼 

A. New –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Select Identifier 선택 창을 엽니다. 

B. Open –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엑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C. Save –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2. Select Items/Delete Column 버튼 

A. Select Items –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한 Select Item창을 엽니다. 

B. Delete Column – 셀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열이 삭제됩니다. 

 

Massive Download를 통한 자료 다운로드 방법 

 

Massive Download 메뉴를 선택하면 빈 화면과 함께 Select Identifiers창이 나타납니다. 이 화 

면에서는 데이터 출력 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분류 및 기업목록 선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설정합니다. 

A. KIS 

각 기업의 재무제표의 형식별로 분류한 기업 리스트입니다. Include Range 및 

Preferred Stock 옵션에서 에서 출력될 기업의 범위 및 우선주 포함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B. KIS-IC(KIS Industry Classification) 

상장된 기업에 대해 KIS에서 분류한 산업 리스트로,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로 구분되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 KRX 

증권선물거래소의 KOSPI, KOSDAQ 업종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KRX, KOSPI, 

KOSDAQ 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트리 구조를 펼치면 시장 별 분류항목이 나타납니다. 

D. KSIC-9(Korea Standard Industry Code,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로,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 이용하는 지표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Include Range – 출력될 기업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OSPI, KOSDAQ, 

Statutory Audite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Search – 표준산업분류명으로 산업분류명을 검색합니다. 

iii. Expand – 전체 트리 구조를 펼칩니다. 

iv. Collapse – 펼쳐진 트리 구조를 접습니다. 

E. Portfolio 

사용자 저장 포트폴리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F. Group 

대기업 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clude Range 에서 제조업 및 금융업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 Special 

i. 외투법인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6조,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또는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를 검색합니다. 추가적으로 

Overview – Foreign invested information 항목에서 투자금액, 투자비중, 투자국가,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ii. 워크아웃 

워크아웃 기업리스트를 제공합니다. Overview - Workout information에서 

정리절차 및 화의 현황의 일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iii. 100대 기업 

시가총액, 매출액, 순이익 등의 항목을 기본으로 매년 NICE평가정보와 

한국비지니스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Korea Super Companies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iv. 연도별 KOSPI/KOSDAQ 상장 

선택한 연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KOSPI/KOSDAQ에 상장/등록된 모든 기업의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v. 상장폐지 

상장이 폐지된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Overview – Delisted 

information에서 상장폐지일 및 폐지 전 소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범위 및 우선주 포함여부 선택 

각각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출력될 기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데이터 출력시의 우선주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시장 선택 – KOSPI, KOSDAQ, Statutory Audite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우선주 출력 여부 선택(Quotes 메뉴 출력 시 적용) 

i. Exclude – 우선주 항목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ii. Row Include – 우선주 항목을 별도의 행으로 출력합니다. 

iii. Column Include  – 별도 열에 우선주 항목을 출력합니다. 

3. Submit 버튼 - 설정을 마쳤으면 Submit버튼을 눌러 Select Item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ubmit 버튼을 누르면 선택할 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의 리스트가 출력되면서 출력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Select Item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계정 선택 

선택한 기업 리스트에 대해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출력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A. Overview 

개요 정보입니다. 크게 개요 정보, 현황 정보, 신용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 기업 중 일부 항목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Financial 

재무계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놓은 User Set을 콤보박스에서 선택하거나 

+버튼 클릭 후 나타나는 Lookup Item 화면을 이용하여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Quotes 

주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Query Options, Output Option에서 

출력기간 및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otes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Quotes Reports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Valuation 

재무 정보와 주가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Valuation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계정을 선택합니다. 

E. Estimates 

증권사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전망치의 최대, 최소, 중간,  

평균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Basis Date와 Query Option에서 기준일자 및 조회할  

전망치 시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Profile 

사장 이름, 생년월일, 출신고교/대학, 최근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및 보고서 옵션 설정 – 출력 기간 및 분반기∙연간 재무재표 출력 옵션을 선택합니다. 

 

3. Query 버튼 - 설정을 마쳤으면 Query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출력된 

데이터는 시트 우측에 추가되며, 1~3의 과정을 반복하여 데이터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nsensus Reports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실적 전망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선택(Identifier) 

검색창에 기업 이름이나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항목의 검색 결과가 

하나일 경우 해당 기업이 바로 선택되며, 여러 개 일 경우에는 검색창 밑에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열립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여 Lookup 화면을 이용하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및 보고서 옵션 선택 

출력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증권사 전망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6가지의 보고서 양 

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보고서에 따라 아래 부분의 보고서 옵션의 내용이 변경 되며, 

출력항목, 기간, 증권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Estimates Quick Look 

Select Item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EBITDA, EV/EBITDA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Estimates History 

해당 기업의 증권사 추정치 자료를 일별로 조회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투자의견, 목표주가, EBITDA, EV/EBITDA항목의 조회가 가능하며, 기준연도 및 

분기와 조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Report – 연간/반기/분기 출력 옵션을 설정합니다. Annual / 1~4 Quarter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Query Term – 출력 기간을 설정합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러 

달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asis Year에서는 추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iii. Output Period – 출력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Estimates by broker 

증권사별 최종 추정치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기업을 평가한 증권사의 목록 

및 담당 애널리스트, 최종 추정일자와 함께 추정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부 옵션으로 기준 연도 및 연간/반기/분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특정 증권사의 추정치 변화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i. Report – 연간/반기/분기 출력 옵션을 설정합니다. Annual / 1~4 Quarter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Query Term – 출력 기간을 설정합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러 

달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asis Year에서는 추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iii. Output Period – 출력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v. Select Broker – 자료를 출력할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Estimates Trend 

해당기업의 추정치 변화값을 상향/하향으로 나누어 개수로 제공합니다. 세부 옵션으로 

기준 연도 및 연간/반기/분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Estimates List 

해당 기간 내의 모든 증권사 추정치를 출력합니다. 세부 옵션으로 기준 연도 및 

조회기간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Industry Combined Reports 

 

KRX, KOSPI, KOSDAQ, KSIC분류로 분류된 산업들의 기업 목록, 합산 재무제표, Financial 

Ranking 등의 정보를 산업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선택(Select Sector) 

보고서를 출력할 대상 산업을 설정합니다. KRX, KOSPI, KOSDAQ, KSIC, KIS-IC 분류에서 

하위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우스로 클릭하여 대상 산업을 선택합니다. 

A. KR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KRX 섹터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산업분류 입니다. 

B. KOSPI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KOSPI 산업별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산업 분류입니다. 

C. KOSDAQ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KOSDAQ 산업별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산 업 분류입니다. 

D. KSIC-9(Korea Standard Industry Code,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로써,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 이용하는 지표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 KIS-IC(KIS Industry Classification) 

상장된 기업에 대해 KIS에서 분류한 산업 리스트로,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   

로 구분되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출력할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회사목록, 재무제표, 산업 내 기업별 순위, 주가정보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굵은 글씨를 클릭하면 전체 재무제표가 

출력됩니다. 

A. Company List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목록을 출력합니다. 

B. Financial Statements 

산업 분류의 해당하는 기업들의 합산재무제표를 출력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자본변동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C. Financial Ranking 

해당 산업 분류에 속하는 기업들의 순위를 출력합니다. 세부 항목으로 자기자본, 영 

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 Prices Reports 

산업 분류에 속하는 회사들의 주가 정보를 출력합니다. 

(단 KRX, KOSPI, KOSDAQ에 한함) 

i. Index Data Report – 선택한 산업 분류의 주가지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ii. Valuation Ratios Report – 가치지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PER, PBR, PCR, EBITDAPS, 

배당률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iii. Performance Report – 수익률, 베타, 변동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iv. EWI Performance – 각 주식들의 비중들을 동일하게 계산한 단순평균지수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관리 종목 포함 여부 및 출력 기간, 분반기 및 연간 보고서 출력 옵션을 설정합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Industry Massive 

 

KRX, KSIC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Massive Download에서와 같이 다수 산업의 합산 재무계정  

및 주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분류 선택 

KRX나 KSIC분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KRX분류에서는 관리종목 포함 여부, 

KSIC분류에서는 포함한 시장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KRX분류 

i. KOSPI, KOSDAQ 중 한 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Range에서 관리종목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KSIC분류 

i. Broad Grouping: KSIC 산업분류 중 대분류입니다. 

ii. Middle Grouping: KSIC 산업분류 중 중분류입니다. 

iii. Narrow Grouping: KSIC 산업분류 중 소분류입니다. 

iv. Detailed Grouping: KSIC 산업분류 중 세분류입니다. 

v. Very Detailed Grouping: KSIC 산업분류 중 세세분류입니다. 

vi. Range 

출력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KOSPI, KOSDAQ, 외감 이상 법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Items) 

Massive Download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계정과목을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Lookup 버튼을 누르면 계정과목 선택을 위한 Item Lookup 화면이 나타납니다. 

항목을 선택한 채로 Delete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항목이 삭제됩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재무항목과 주가정보 항목에 대해 출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Financial Option 

재무정보 항목에 대해 출력한 연도 및 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Prices Option 

주가정보 항목에 대해 출력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Group Combined Report 

 

상호출자 제한 계열, 출자총액 제한 계열,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합산 재무제표 및 

주가정보, 지배구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집단 선택(Select Group) 

기업집단 중 자료를 조회할 기업집단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오른쪽의 I, II, III항목은 해    

당 기업 집단이 해당하는 을 나타냅니다. 

I. 상호 출자 제한 계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계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입니다. 

II. 출자 총액 제한 계열 (2009.03월 기준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출자 총액 

제한 계열에 대항하는 기업집단입니다.  

III. 주채무계열 

채권은행간 공조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신용위험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출력될 보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업집단 내의 회사 목록, 지분 구조, 재무제표, 

가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여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A. Company List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의 목록을 출력합니다. 

B. Equity Structure of Affiliates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C. Financial Statements 

기업집단의 합산재무제표를 출력합니다. 

(단, 기업집단 합산재무제표 산정시 금융계열사는 제외됩니다.) 

i.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재무상태표 

ii. Income Statement – 손익계산서 

iii. Statement of R/E – 이익잉여금 

iv. Statement of Goods Manu. – 제조원가명세서 

v. Statement of Cash Flow – 현금흐름표 

vi. Financial Ratios – 재무비율 

D. Price Reports 

기업집단의 시가총액, 상장주식수, 외국인보유주식수, 거래량,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출력합니다. 

E. Valuation Reports(Median) 

기업집단의 PER, PSR, PBR, PCR, P/EBITDAPS, 배당률의 중간값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출력될 보고서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출력 기간 및 단위, 출력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Group Massive 

 

기업 집단 별로 Massive Download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내 소속기업 전체의 합산재무계정 및 

주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분류 선택(Select Group Type) 

전체 대기업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채무계열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분류를 선택하면 결과 화면에 해당 그룹들의 목록이  

출력됩니다. 

 

2. 항목 선택 

Massive Download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계정과목을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계정과목 선택을 위한 Item Lookup 화면이  

나타납니다.  Prices 항목의 경우 클릭하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Price Item 표 삽입) 

 

3. 출력 옵션 설정 

재무항목과 주가정보 항목에 대해 출력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Economy Report 

 

경제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화, 금리, 물가, 환율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항목 선택(Select Identifier(s)) 

조회하려는 경제지표를 선택합니다. 위쪽의 검색 버튼으로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항목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My Account(s)에 추가합니다. 

 

2. 출력항목 선택(My Account(s)) 

My Account(s)에서는 결과 화면에 출력할 경제지표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 

택하며, Shift나 Ctrl 키를 이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출력될 데이터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ADVANCED ANALYTICS 

 

Beta & Performance Report 

 

베타와 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택된 기업에 대해 KOSPI, KOSDAQ 및 각 시장 별 산업을 

벤치마크 지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주/월간 수익률 및 베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보고서를 출력할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검색창 및 추가/삭제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검색창 

검색을 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기업선택창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한 검색창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User Portfolio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포트폴리오 

를 클릭하면 선택한 포트폴리오 내의 기업들의 목록이 하단 기업선택창에 

나타납니다. 

B. 추가/삭제버튼 

+버튼을 누르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Lookup Identifier 창이 나타납니다. 기업 

 선택창에서 기업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업이 기업 선택창에서   

삭제됩니다. 

C. 기업 선택창 

추가한 기업들이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마우스로 기업을 클릭하여 대상 기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Shift나 Ctrl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벤치마크 선택(Select Benchmark) 

 

배타 및 수익률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선택합니다. KOSPI 및 KOSDAQ 분류에   

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분류 앞의 +버튼을 눌러 세부 항목 목록을 펼칠 수 있습니다. 

 

3. 출력 옵션 설정 

 

 

D. Performance 

수익률 계산 방법을 설정합니다. 

 Daily – 전일종가 대비로 수익률을 출력합니다. 

 Weekly – 1주읷 전 종가 대비로 수익률을 출력합니다. 

 Monthly – 1개월 전 종가 대비로 수익률을 출력합니다. 

 Yearly – 1년 전 종가 대비로 수익률을 출력합니다. 

E. Output Options 

출력 기간 및 빈도를 설정합니다. 일간, 주간, 월간 및 기준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Event Study 

 

KOSPI, KOSDAQ 업종 내 기업들의 1985년 이후의 주가수익률과 거래량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KOSPI, KOSDAQ 수익률과 선택 벤치마크 수익률과 함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Benchmark 선택 

수익률 산출 시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선택합니다. 

A. KOSPI – KOSPI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선택합니다. 

B. KOSDAQ – KOSDQ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선택합니다. 

C. KOSPI – EWI – KOSPI 구성 종목들의 단순평균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합니다. 

D. KOSDAQ – EWI – KOSDAQ 구성 종목들의 단순평균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합니다. 

E. KOSPI + KOSDAQ – EWI – KOSPI, KOSDAQ 전체 구성 종목의 단순평균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합니다. 

2. 조회 기간 설정(Query Term) 

A. 동일 시점 

추가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시점을 적용합니다. 기준 일자, 사건 전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엑셀 블록 

엑셀 블록을 이용하여 조회 기간 및 대상 기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 블록을 이용하는 경우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 후 블록으로 

지정하고 엑셀 블록을 선택합니다. 

3. 기업 선택(Target Identifiers)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엑셀 블록으로 Query Term을 지정한 경우 자동으로 추가되며,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선택 후에는 아래 부분의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 Download 버튼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Download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내려받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오며, 다운로드 완료 시 텍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EWI Performance 

 

단순평균지수(Equally Weighted Index)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KOSPI, KOSDAQ 및 합산된 EWI 

지수에 대한 수익률을 엑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선택(EWI Performance) 

단순평균 수익률을 구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KOSPI + KOSDAQ, KOSPI, KOSDAQ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출력 빈도 선택(Output Period) 

결과가 출력될 빈도를 선택합니다. 일간, 월간, 주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간을 제외한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때에는 기준일자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3. 기간 선택(Select Term) 

결과가 출력될 기간을 선택합니다. 

 

4. Query 버튼 

설정을 완료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엑셀 문서에 결과가 출력됩니다. 



 

EDF Analysis 

 

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개별기업의 재무정보와 주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부도예측 모형을 제공합니다. 

 

 

 항목 설명 

A. V – 해당 기업의 일별 시가총액 

B. D – 해당 기업의 차입금(현금/유가증권) 

C. DV –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 

D. DP(Default Point DV값의 하위 5%) 

E. Alpha - DP값의 업종별 조정계수 

F. T-Scal – 일별 신용 위험 지수 

G. EDF – Expected Default Frequency 

H. D/V 계산 

 V(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 우선주시가총액 

 D(순차입금) = 차입금합계 – 현금성자산 

I. DP 계산 

 D/V값의 하위 5%값으로 추출 

 S – D/V의 표준편차값 

J. T-Scal 계산 (DV – Alpha * DP) / S 

K. 젂업종에 대해 T-Scal 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Rank(순위)를 부여 및 Rank를 



 

바탕으로 등급 부여 

 1등급 – 상위 0 % ~ 14 % 

 2등급 – 상위 15 % ~  29 % 

 3등급 – 상위 30 % ~  49 % 

 4등급 – 상위 50 % ~  69 % 

 5등급 – 상위 70 % ~  79 % 

 6등급 – 상위 80 % ~  84 % 

 7등급 – 상위 85 % ~  89 % 

 8등급 – 상위 90 % ~  94 % 

 9등급 – 상위 95 % ~ 100 % 

 10등급 – 부도업체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검색창에 기업 이름이나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항목의 검색 결과가 

하나일 경우 해당 기업이 바로 선택되며, 여러 개일 경우에는 검색창 밑에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열립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Lookup 화면을 이용하여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

버튼으로 선택된 종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설정(Query Term)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입력창의 버튼을 이용하여 달력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차트 옵션 설정(Chart Option) 

EDF Analys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차트로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EDF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Query를 한 후에도 Chart Option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시되는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Chart Analysis 

 

재무제표의 계정값을 시계열로 차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여러 계정과목을 차트로 

출력하거나 여러 기업의 한 계정과목을 차트로 출력합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차트를 출력할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검색창 및 추가/삭제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검색창 

검색을 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기업선택창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한 검색창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User Portfolio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포트폴리오 

를 클릭하면 선택한 포트폴리오 내의 기업들의 목록이 하단 기업선택창에 

나타납니다. 

B. 추가/삭제버튼 

+버튼을 누르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Lookup Identifier 창이 나타납니다. 기업 

선택창에서 기업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업이 기업 선택창에서 삭제됩니다. 

C. 기업 선택창 

추가한 기업들이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마우스로 기업을 클릭하여 대상 기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Shift나 Ctrl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항목 선택(Select Analysis Item)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지정해 놓은 User Item을 한번에 불러올  

수 있으며,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출력 옵션 선택 

 

 

A. Query Options 

조회 기간 및 보고서 옵션, 출력 빈도를 설정합니다. Financial, Valuation항목에서는 

연도 및 보고서 옵션을, Quotes 항목에서는 기간 및 출력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Chart Options 

Option 버튼은 먼저 차트를 Query버튼을 이용해 출력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Chart Options 

a. Title – 차트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b. Axis – 차트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축을 설정합니다. 

c. Legend – 범례의 표시 여부와 위치를 선택합니다. 

d. Grid – 차트의 눈금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Series Options 

Series 중 한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Series에 해당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업이나 항목의 수에 따라 기업 또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a. Name – 기업이나 항목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수정하면 차트의 

범례에 해당하는 값이 바뀝니다. 

b. Series – Line Chart 또는 Bar Chart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Color – 해당 Series 의 그래프 색을 선택합니다. 

d. Point – Line Chart의 경우 해당 차트에 점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e. Unit – 차트의 출력 단위를 조절합니다. 

4. Query 버튼 

옵션을 설정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KISVALUE-  

Save as 메뉴 및 Excel Export 버튼을 이용하여 차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User Index 

 

사용자가 지정한 기업 리스트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주가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평균 

방식과 시가총액방식으로 지수 생성이 가능하며, 결과를 엑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User Index 

메뉴를 선택하면 먼저 지수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기존    

에 작성한 인덱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인덱스를 불러왔을 때 나타나는 Index Generator 화면입니다. 

여기서 기업 선택 및 지수 계산 방식,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입 종목 선택(Select Basket) 

User Index에 편입될 기업들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User Portfolio를 지정하 

거나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지수에 편입될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지수 계산 방식 선택(Select Index Type) 

User Index의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MCI(시가총액기준 가중평균), EWI(단순평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출력 옵션 선택(Options) 

지수 출력 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지수의 기준값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Calculate/Download 

설정이 완료되면 Calculate버튼을 눌러 결과를 엑셀 시트로 출력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   

된 경우 Download버튼을 눌러 결과를 빠르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Retrieve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 장기간의 주가수익률이나  시가총액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선택(Select Identifier(s)) 

데이터를 출력할 대상 기업을 선택합니다. User Portfolio를 직접 선택하거나 추가/ 

삭제버튼을 이용해 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Select Item) 

주가수익률 또는 시가총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간 선택(Select Term) 

데이터를 출력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4. Download 버튼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Download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Batch Download 

 

KOSPI, KOSDAQ 기업들에 대해 전체 기업의 1985년 이후 주가수익률과 거래량 정보를 KOSPI, 

KOSDAQ 수익률 및 선택한 벤치마크 수익률과 함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선택 

다운로드 한 시장을 선택합니다. KOSPI 및 KOSDAQ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 

출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종가, 수정주가, 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항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3. 연도 선택 

다운로드 한 연도를 선택합니다. 

 

4. Download 버튼 

설정 완료 후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