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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sValue III 메뉴 구성 

 

 

    : 기존 저장 파일을 오픈. 

 :   :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전환 

: Data Explorer 실행 

  : Financial Statements 

 : Massive Download 

    : Peer Group Analysis 

    : 현재 출력된 결과에서 특정 문자열을 검색한다. 

    : Template Wizard 

 : Help 

 

A. Data Library  

a. Company Menu 

Menu Description 

Data Explorer 

개별기업에 대한 개요, 재무제표, 주가정보, 자본금변동, 

Estimates, 신용평가정보, 배당정보, DART, 증권사

분석보고서, 공시자료,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재무제표  

개별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 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자본변 동표 

제공. 

Financial 

Reports 

재무분석 
개별기업의 재무비율,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 석, 

손익분기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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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계열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 

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계산 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제공. 

추정기업가치 제조업체에 대해 기업가치, EVA 분석표 제공 

결합재무제표 
30 대 그룹의 주요회사에 대해 결합대차대조 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제공. 

Price Reports 

KRX 상장기업에 대해 일별 거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주간, 월간 거래 정보와 PER, PSR, PBR, PCR, EBITDAPS, 

Dividend Yield, Beta, Volatility 등의 지표값과 이동평균,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초과수익률 제공. 

Valuation Reports 

KRX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별 년 4 회 발표되는 감사, 

분기보고서의 자료와 주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EBIT, EBITDA, EV, IC, FCF, EVA, ROIC, EV/EBIT, 

PER, PSR, PBR, PCR 등 제공. 

Estimates 

Quick Look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자료에 대한 

요약정보 보고서 제공. 

Estimates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히스토리 정보 

제공.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자료 제공.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 히스토리 정보 

제공. 

Estimates 

Reports 

Estimates 

Trend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추세정보 제공. 

Peer Group Analysis 
사용자가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선택된 

계정항목 값을 6 가지 보고서 형태로 제공. 

Massive Download 

재무제표 종류별, KRX 섹터별, 표준산업분류별, 

대그룹계열사별, 외투법인리스트, 워크아웃기업리스트, 

상장폐지기업리스트 등에 대해 개요, 재무, 주가정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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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stry Combined Menu 

Menu 

Name 
Sub Menu Description 

Company 

List 

KRX 섹터,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 합산대상 

기업리스트를 년도별로 제공. 

Financial 

Statements 

KRX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 합산대차대조표, 

합산손익계산서, 합산이익잉여금계산서, 합산 

현금흐름표, 합산재무비율 보고서 제공. 

Financial 

Ranking  

KRX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로 주요재무계정을 

기준으로한 재무 순위와 해당 재무계정 값을 제공. 

Industry 

Analysis 

Reports 

Price 

Reports 

KRX 섹터, 업종별 합산 지수, 밸류에이션, 수익률, 

베타값 제공. 

전체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의 EWI 수익률 

제공 

Industry Massive  

전체 KRX 섹터, 업종별 표준산업분류에 사용자가 

선택한 합산재무, 합산주가 등의 정보로 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c. Group Combined Menu 

Menu 

Name 
Sub Menu Description 

Company List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합산 대상 계열사 

리스트 제공. 

Equity Structure of 

Affilate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계열사간 소유 

지분율을 매트릭스로 제공. 

Financial 

Statement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합산대차대조표, 

합산 손익계산서, 합산이익잉여금계산서, 합산 

현금흐름 표, 합산재무비율 보고서 제공 

Financial Ranking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주요재무계정에 

기준으로 재무 순위와 해당 재무계정 값을 

제공. 

Group 

Analysis 

Reports 

Price Report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KRX 상장기업에 

대한 주가 합산 보고서 제공. 

Group Massive 출자총액제한계열, 상호출자제한계열, 



 
KISVALUE 

 - 7 -

주채무계열 소속 그룹에 대한 합산재무계정, 

합산주가 값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보고서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B. Advanced Analytics 

Menu Name Description 

Beta & Performance  

Reports 

KOSPI, KOSDAQ 의 종목에 대해 특정기간 사이의 Standard 

Deviation, Covariance, Correlation, Beta, Volatility 값과 

수정주가를 기본으로 산출한 절대수익률 정보, 상대 수익률 

정보, 초과수익률 정보를 제공 

EDF Analysis 
KOSPI, KOSDAQ 의 특정 종목에 대해 주가를 바탕으로 한 

부도예측 모형 제공. 

Outlier Analysis 
특정기업과 동업종의 기업이나 유사기업의 재무비율값을 

비교하여 분식회계 가능성을 검증하는 툴 제공. 

User Index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 기업과 지수 산출 방법을 정해 

지수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 

 

C. Value Monitor 

Menu Name Description 

Research Report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기업, 산업, 경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옵션시장, 정기간행물 보고서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Estimates Quick 

Look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자료에 대한 요약정보 

보고서 제공. 

Estimates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히스토리 정보 제공.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자료 제공.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 히스토리 정보 제공. 

Estimates Trend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추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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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emplates 

Menu Name Description 

Templates Wizard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Drag & Drop 으로 함수를

배치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툴 제공. 

재무제표 

개별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 여금 

처분계산서, 제 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의 엑셀다운로드 지원. 

재무분석 

개별기업의 재무비율,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 석, 

손익분기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표 

엑셀다운로드 지원. 

연결재무제표 

계열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 

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계산 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엑셀다운로드 지원. 

추정기업가치 
제조업체에 대해 기업가치, EVA 분석표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Financial 

Reports 

결합재무제표 
30 대 그룹의 주요회사에 대해 결합대차대조 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Price Reports 

KRX 상장기업에 대해 일별 거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주간, 월간 거래 정보와 PER, PSR, PBR, PCR, 

EBITDAPS, Dividend Yield, Beta, Volatility 등의 

지표값과 이동평균,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초과수익률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Valuation Reports 

KRX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별 년 4 회 발표되는 감사, 

분기보고서의 자료와 주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EBIT, EBITDA, EV, IC, FCF, EVA, ROIC, EV/EBIT, 

PER, PSR, PBR, PCR 등 엑셀다운로드 지원. 

Snapshot 

KRX 상장기업에 대해 개요정보, 주요 재무정보, 

종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Capital Changes -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해 과거 자본금 변동내역(주 

식전환, 유무상증자, 이익소각 등) 엑셀다운로드 지원.

Capital Changes - 

Summary 

KRX 상장기업에 대해 월별 자본금 변동내역과, 

보통주평균발행주식수, 수정 EPS, 수정 CFPS 등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Profile 

Reports 

Credit Ratimng 선택기업에 대한 채권, CP, ABS 등의 과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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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정보와 해외신용평가의 평가 정보를 엑셀다운로드 

지원. 

Dividend Yield 

Report 

선택기업에 대한 현금, 주식배당 금액 및 비율과 

배당성향, 주당순자산 정보 엑셀다운로드 지원. 

IR Report 
KRX 상장업체에서 발표한 IR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Disclosure 
해당기업에서 금강원에 제출한 공정공시 정보 

엑셀다운로드 지원. 

Today News 선택기업에 대한 당일자 뉴스 제공. 

Estimates Quick 

Look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자료에 대한 

요약정보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Estimates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히스토리 정보 

엑셀다운로드 지원.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자료 

엑셀다운로드 지원.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 히스토리 정보 

엑셀다운로드 지원. 

Estimates 

Reports 

Estimates Trend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추세정보 

엑셀다운로드 지원. 

재무보고서 
선택기업에 대한 DART 의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검색 기능 제공. DART 

Reports 
기타보고서 

선택기업에 대한 DART 의 발행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등의 공시 검색기능 제공. 

Peer Group Analysis 

사용자가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선택된 

계정항목 값을 6 가지 보고서 형태로 엑셀다운로드 

지원. 

Massive Download 

재무제표 종류별, KRX 섹터별, 표준산업분류별, 

대그룹계열사별, 외투법인리스트, 

워크아웃기업리스트, 상장폐지기업리스트 등에 대해 

개요, 재무, 주가정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통해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List 
KRX 섹터,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 합산대상 

기업리스트를 년도별로 엑셀다운로드 지원. 

Industry 

Analysis 

Reports 

Financial 

Statements 

KRX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 합산대차대조표, 

합산손익계산서, 합산이익잉여금계산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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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합산재무비율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Financial Ranking  

KRX 업종별, 표준산업분류별로 주요재무계정을 

기준으로한 재무 순위와 해당 재무계정 값을 

엑셀다운로드 지원. 

KRX 섹터, 업종별 합산 지수, 밸류에이션, 수익률, 

베타값 엑셀다운로드 지원. 
Price Reports 

전체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의 EWI 수익률 

엑셀다운로드 지원. 

Industry Massive  

전체 KRX 섹터, 업종별 표준산업분류에 사용자가 

선택한 합산재무, 합산주가 등의 정보로 보고서 생성 

기능 엑셀다운로드 지원. 

Company List 
60 여개의 대그룹에 대한 계열사 리스트 

엑셀다운로드 지원. 

Equity Structure of 

Affilate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계열사간 소유 지분율을 

매트릭스로 엑셀다운로드 지원. 

Financial 

Statement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합산대차대조표, 합산 

손익계산서, 합산이익잉여금계산서, 합산 현금흐름 

표, 합산재무비율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Financial Ranking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주요재무계정에 기준으로 

재무 순위와 해당 재무계정 값을 엑셀다운로드 지원.

Group 

Analysis 

Reports 

Price Reports 
60 여 개의 대그룹에 대한 KRX 상장기업에 대한 

주가 합산 보고서 엑셀다운로드 지원. 

Group Massive 

출자총액제한계열, 상호출자제한계열, 주채무계열 

소속 그룹에 대한 합산재무계정, 합산주가 값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보고서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엑셀다운로드 지원. 

 

E. Identifier & Tools 

User Portfolio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심 종목들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지원.  자주 조회하는 종목으로 검색 과정을 생략하고 

싶거나 Peer-Group 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 

User Set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심 종목들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원.  자주 조회하는 종목으로 검색 과정을 생략하고 

싶거나 Peer-Group 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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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당일자 뉴스 검색 기능 제공. 

KisValue Notice KisValue 공지 사항 

Options KisValue 의 기본언어등의 옵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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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KisValue Lookup 

 

A. Lookup – Identifier 

  

 검색 방법 선택 : “Identifier/Name”, “Portfolio”, “KRX”, “Industry”, “Group”의 4 페

이지 중 선택 

 검색 영역 :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검색된 결과가 표시됨. 

 선택 영역 : 사용자가 선택에 따른 기업 리스트가 표시됨. 

 User Set 영역 : User Set 을 관리할 수 있는 버튼 모음. 

( V. Menu – Identifier & Tools 참조) 

              버튼 : 검색한 결과로 출력된 결과(검색 영역)에서 선택한 리스트를 

선택영역으로 이동시킴. 

              버튼 : 존재하는 User Portfolio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Portfolio 

명을 클릭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검색영역 

선택영역 

검색 방법 선택 

User Set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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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entifier/Name 

    찾고자 하는 기업의 이름이나, KIS 코드, Stock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혹은 Search 

버튼 클릭)를 누르면 해당하는 기업리스트가 검색영역에 출력됨 

b. Portfolio 

 

   사용자가 기 작성한 Portfolio 리스트 중 해당 Portfolio를 선택하면 선택된

Portfolio에 속하는 기업 리스트가 서브 항목으로 표시됨. 

   서브 항목으로 표시된 기업 중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하고, Include 버튼을 

이용해 선택영역으로 이동. 

   Portfolio에 속하는 전체 기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ortfolio명을 클릭하고    

버튼을 이용해 전체를 선택영역으로 이동. 

                : 존재하는 User Portfolio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Portfolio 명을 클

릭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c. KRX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섹터나 KRX 지수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섹터(지수) 

구성 종목을 서브항목으로 조회함.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하고               버튼을 이용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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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dustry 

 

     산업구분영역에서 특정 산업을 선택하면 검색영역에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 

리스트가 검색됨.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하고              버튼을 이용해 선택. 

 산업구분영역에서 특정 산업명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버튼을 이용

해 특정 산업명을 검색. 

 

e. Group 

   

검색영역 

산업구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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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개 의 대그룹 리스트에서 특정 그룹명을 선택하면 해당그룹의 계열사가 서

브로 검색됨.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하고 Include 버튼을 통해 선택. 

 I : 상호출자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로 표시 

 II : 출자총액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로 표시 

 III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로 표시 

 

 

 

 

 

 

f. Special 

 
 Foreign Invested companies :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6조,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또는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가 서브로 표시됨.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참조 

 

1. 상호출자 제한계열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시행

령의 “기업집단의 범위”를 참고하여 거래위원회에서 매월 공시. 

 

2. 출자총액 제한계열 :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서 순자산의 25%를 초과

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기업집단

을 말하며, 결합재무제표상 직전 사업년도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

우 지정에서 제외. 

 

3. 주채무계열 : 금감원에서 전년말 기준 계열 총여신 공여액이 전전년말 기

준 은행 총여신의 0.1% 이상인 계열을 지정(2002. 4 개정)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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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out companies : 워크아웃 기업리스트가 서브로 표시됨 

 Delisted companies : 한신평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폐지리스트가 서브로 표

시됨. (과거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일 등의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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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okup – Items 

  

 검색 방법 선택 : “Financial”, “Estimates”, “User Set”, “Search” 의 3페이지 중 선택 

 검색 영역 :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검색된 결과가 표시됨. 

 선택 영역 : 사용자가 선택에 따른 기업 리스트가 표시됨. 

 User Set 영역 : User Set 을 관리할 수 있는 버튼 모음. 

( V. Menu – User & Tools 참조) 

              버튼 : 검색한 결과로 출력된 결과(검색 영역)에서 선택한 리스트를 

선택영역으로 이동시킴. 

              버튼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엑셀에 선택된 블록 안의 재무 계정 코

드 리스트를 읽어 들임. 

              버튼 : 선택된 계정에 대한 트리 구조 및 산출 정의 표시 

 

 

 

  

 

 

검색영역 

검색 방법 선택 

선택영역 

User Set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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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nancial 

  

 산업 선택 : 전체산업 공통항목, 비금융업,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

금고, 종합금융, 투자신탁, 리스, 신용카드, 창업투자, 할부금융, 기타금융 

중 선택 

 

 

 

 

 

 

 

 데이터 선택 : 현 버전에서 제공하는 재무데이터는 기업 회계 기준서 21호를 반

영한 신회계기준과 그 이전의 구회계기준 데이터가 같이 제공됨. 

-           버튼 : 신회계기준 데이터를 트리구조로 보여줌. 

-           버튼 : 신회계기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줌.  

-           버튼 : 구회계기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줌. 

 

 출력 범위 선택 

-          버튼 : 전체 재무 계정 리스트를 보여줌 

-            버튼 : 주요 재무 계정 리스트만 보여줌 

 

              버튼 : 선택된 계정에 대한 트리 구조 및 산출 정의 표시 

산업 선택 

데이터 선택 

출력 범위 선택 

전체산업 공통항목 (Common Sheet) : KIS에서 관리하는 재무데이터는 산업

별로 별도의 코드(비금융업  1xxxxx, 은행  Axxxxx, 증권  Bxxxxx)로 관

리하고 있어, 여러 산업에 걸쳐 기업들을 선택한 경우 한번에 계정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코자 주요 계정을 대상으로 만든 공통 계정(()xxxxxx)의 

모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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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stimates : 

 
 Estimates(증권사 분석 예측치) 항목을 선택 

 

c. User Set :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을 선택하여 묶어 놓은 Set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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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기 작성한 User-Set 중 선택한 User-Set에 속하는 계정 항목 리스트를 

서브로 보여줌. 

   서브 항목으로 표시된 계정 중 선택하고자 하는 계정을 클릭하고, Include 버튼

을 이용해 선택영역으로 이동. 

   User Set에 속하는 전체 계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ser Set명을 클릭하

고 Include 버튼을 이용해 전체를 선택영역으로 이동. 

                   버튼 : 존재하는 User Set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User Set명을 

클릭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d. Search 

 
 검색하고자 하는 계정의 일부 또는 전체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거

나  .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영역에 산업별로 트리 형태로 검색 리스트가 표

시됨. 

             을 체크(선택)하면 구회계기준 계정항목 중 검색되고, 체크 해제하

면 신회계 기준 계정항목이 검색됨. 

 결과 중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이동. 

User Set 의 이름 뒤에 “(Old)” 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구회계기준 계정항목

으로 구성된 User Set 을 표시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신회계기준 계정항

목으로 구성된 User Set을 나타냄. 

* 구회계기준 계정과 신회계기준 계정간 혼합해서 User Set 구성할 수 없음.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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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nu – Data Library 

 

 

 

 

 

 

 

 

 

A. Data Explorer 

B. Financial Reports 

C. Price Reports 

D. Valuation Reports 

E. Estimates Reports 

F. Peer Group Analysis 

G. Massive Download 

H. Industry Analysis Reports 

I. Industry Massive Download 

J. Group Analysis Reports 

K. Group Massiv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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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Explorer 

 

 

 

  a. Step 1 : 기업 선택  

      코드나 기업명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여 검색 실행 후 하나의 기업이 

선택되면 바로 선택되며, 다수의 기업이 검색되면 드롭박스에 검색된 리스트가 

출력됨. 드롭박스에 출력된 기업 중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하여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창을 열어 검색후 선택. 

b. Step 2 : 보고서 선택 

Report Description 

Quick Look 

선택기업의 개요정보와 주가정보,ESP Estimates, 

요약 IS, BS, Peer Group 정보, 경영진정보, 현황, 

전망 정보로 구성된 요약보고서. 

Overviews 

Credit Outlook 선택기업의 Coverage, Leverage, Profitability, Size, 

개별기업에 대한 개요, 재무제표, 주가정보, 자본금변동, Estimates, 신용평가

정보, 배당정보, DART, 증권사 분석보고서, 공시자료,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

를 조회할 수 있수 메뉴. 

보고서 선택 

옵션 선택 

결과 출력 

기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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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Valuation 등의 파트로 구분된 요약 

보고서. 

Issue Summary 

선택기업의 개요정보와 경영진정보, 거래정보, 

자본금변동, 주요주주, 연역, 주요상품으로 구성된 

요약보고서. 

재무제표 

선택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 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자본변 

동표. 

재무분석 
선택기업의 재무비율,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 

석, 손익분기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표. 

연결재무제표 

계열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 

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계산 

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추정기업가치 제조업체에 대해 기업가치, EVA 분석표 

결합재무제표 
30 대 그룹의 주요회사에 대해 결합대차대조 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Financail 

User Sets 사용자가 지정한 계정리스트에 대한 보고서. 

Quotes 

KRX 상장기업에 대해 일별 거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주간, 월간 거래 정보와 PER, PSR, PBR, PCR, 

EBITDAPS, Dividend Yield, Beta, Volatility 등의 

지표값과 이동평균,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초과수익률 보고서. Prices 

Valuation 

KRX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별 년 4 회 발표되는 

감사, 분기보고서의 자료와 주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EBIT, EBITDA, EV, IC, FCF, EVA, ROIC, 

EV/EBIT, PER, PSR, PBR, PCR 등의 보고서.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해 과거 자본금 변동내역(주 

식전환, 유무상증자, 이익소각 등) 보고서. 
Capital 

Changes 
Summary 

KRX 상장기업에 대해 월별 자본금 변동내역과, 

보통주평균발행주식수, 수정 EPS, 수정 CFPS 등 

정보에 대한 보고서. 

Estimates Quick Look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자료에 대한 

요약정보 보고서. 
Estimates 

Estimates History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히스토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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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자료 보고서.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별 추정 히스토리 

정보 보고서. 

EstimatesTrend 
KRX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추정 추세정보 

보고서. 

Bond 선택기업의 과거 채권평가등급 히스토리 보고서. 

CP 선택기업의 과거 CP 등급평가 히스토리 보고서. 

ABS 선택기업의 과거 ABS 등급평가 히스토리 보고서. 
Credit 

Report 

Global 
선택기업의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급 

히스토리 보고서. 

Dividend Report 
선택기업에 대한 현금, 주식배당 금액 및 비율과 

배당성향, 주당순자산 정보 보고서. 

재무보고서 
선택기업에 대한 DART 의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검색. DART 

Report 
공시보고서 

선택기업에 대한 DART 의 발행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등의 공시 검색. 

기업 분석 선택기업의 증권사 분석보고서 검색. Research 

Reports 공시 선택기업의 금감원 공정공시 자료 검색. 

News 선택기업의 당일자 뉴스 검색. 

 

c. Step 3 : 옵션 선택 

    Credit Outlook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재무제표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1. Annual : 결산 기준 보고서 

2. Semi Annual : 반기 보고서 

3. 1 Quarter : 1분기 보고서 

4. 3 Quarter : 3분기 보고서 

5. 2 Quarter(3 Mon) : 순2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6. 3 Quarter(3 Mon) : 순3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7. 4 Quarter(3 Mon) : 순4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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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l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9. All(3 Mon) : 1 Quarter + 2 Quarter(3 Mon) + 3 Quarter(3 Mon) + 4 Quarter(3 Mon) 

        - Form : 출력형식 선택 

1.     : 약식폼(주요 개정만 출력) 

2.     : 표준폼(데이터가 존재하는 계정만 출력) 

3.     : 전체폼(모든 계정 출력) 

        - Unit : 출력 데이터의 단위 선택 

      재무분석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1. Annual : 결산 기준 보고서 

2. Semi Annual : 반기 보고서 

3. 1 Quarter : 1분기 보고서 

4. 3 Quarter : 3분기 보고서 

5. 2 Quarter(3 Mon) : 순2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6. 3 Quarter(3 Mon) : 순3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7. 4 Quarter(3 Mon) : 순4분기(2분기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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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ll(3 Mon) : 1 Quarter + 2 Quarter(3 Mon) + 3 Quarter(3 Mon) + 4 Quarter(3 Mon) 

 연결재무제표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 Unit : 출력 데이터의 단위 선택 

         추정기업가치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결합재무제표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 Unit : 출력 데이터의 단위 선택 

       Quotes :  

        - Query Term :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Output Period : 조회된 결과가 출력될 주기 선택 

(조회되는 데이터가 바뀌지는 않고 단지 출력 간격만 조정됨) 

           1. Daily : 일간격으로 자료 출력 

             2. Weekly : 일주일 간격으로 해당 요일의 자료를 출력 

             3. Monthly : 월간격으로 월초, 월중,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출력 

        -            버튼 : 조회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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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항  목  명 비    고 

0C1001 시가 해당종목의 일중 시가 정보 

0C1002 고가 해당종목의 일중 고가 정보 

0C1003 저가 해당종목의 일중 저가 정보 

0C1004 종가 해당종목의 일중 종가 정보 

0C1005 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일별 종가와 이벤트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정주가 정보 

0C1006 액면가 해당종목의 액면가 정보 

0C1007 대용가 해당종목의 대용가 정보 

0C1008 거래량 해당종목의 일별 거래량 정보 

0C1009 거래대금 해당종목의 일별 거래대금 정보 

0C1010 시가총액 해당종목의 일별 시가총액 정보 

0C1011 상장주식수 해당종목의 상장주식수 정보 

0C1012 외국인보유주식수 해당종목 외국인보유주식수 정보 

0C1013 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외국인보유율 정보 

0C1014 52 주최고종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종가 정보 

0C1015 52 주최저종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종가 정보 

0C1016 52 주최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수정주가 정보 

0C1017 52 주최저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수정주가 정보 

0C1018 52 주최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보유율 정보 

0C1019 52 주최저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보유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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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1101 PE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순이익 

0C1102 PS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매출액 

0C1103 PB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순자산 

0C1104 PC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현금흐름 

0C1105 P/EBITDAPS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주당 EBITDA 

0C1106 Dividend Yield 해당종목의 주당배당금 / 종가 

0C1201 Beta(KOSPI) 이전 1 년간의 KOSPI 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 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0C1202 Beta(KOSDAQ) 이전 1 년간의 KOSDAQ 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 률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0C1203 Beta(Sector) 이전 1 년간의 섹터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섹터 = 해당 종목의 소속 

섹터) 

0C1204 Beta(EWI) 이전 1 년간의 EWI 수익률 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 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시장에 타라 KOSPI EWI 나 KOSDAQ EWI 로 

산출) 

0C1205 Volatility 이전 1 년간의 해당종목 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Sqrt(영업일수)로 산출 

0C2010 5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020 5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030 5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040 5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050 5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060 5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110 2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120 2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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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2130 2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140 2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150 2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160 20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210 6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220 6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230 6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240 6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250 6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260 60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310 12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320 12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330 12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340 12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350 12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360 120 일평균외국인보유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410 52 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420 52 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430 52 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440 52 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450 52 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460 52 주평균외국인보유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3010 절대수익률-전일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1 

0C3020 절대수익률-전주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1 

0C3030 절대수익률-전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1 

0C3040 절대수익률-3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1 

0C3050 절대수익률-6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1 

0C3060 절대수익률-9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1 

0C3070 절대수익률-전년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1 

0C3110 
상대수익률-전일대비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당일지수 / 

이전일지수)-1 

0C3120 
상대수익률-전주대비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당일지수 / 1 주전지수)-

1 

0C3130 
상대수익률-전월대비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1 개월전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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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3140 
상대수익률-3 개월대비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3 개월전지수) - 1 

0C3150 
상대수익률-6 개월대비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6 개월전지수) - 1 

0C3160 
상대수익률-9 개월대비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9 개월전지수) - 1 

0C3170 
상대수익률-전년대비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당일지수 / 1 년전지수) 

- 1 

0C3210 
초과수익률-전일대비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당일지수 / 

이전일지수) 

0C3220 초과수익률-전주대비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당일지수 / 1 주전지수) 

0C3230 
초과수익률-전월대비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1 개월전지수) 

0C3240 
초과수익률-3 개월대비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3 개월전지수) 

0C3250 
초과수익률-6 개월대비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6 게월전지수) 

0C3260 
초과수익률-9 개월대비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9 개월전지수) 

0C3270 초과수익률-전년대비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당일지수 / 1 년전지수) 

 

      Valuation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1. Annual : 결산 기준 보고서 

2. Semi Annual : 반기 보고서 

3. 1 Quarter : 1분기 보고서 

4. 3 Quarter : 3분기 보고서 

Code 항  목  명 비    고 

0D1001 발행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의 118111 계정 값 

0D1002 발행주식수(우선주) 해당기준의 118121 계정 값 

0D1003 발행주식수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118111 + 118121  

0D1004 평균발행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의 19009 계정 값 

0D1005 평균발행주식수(우선주) 해당기준의 118121 계정 값 

0D1006 평균발행주식수합계(보통주+우

선주) 

해당기준의 0D1004 + 0D1005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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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1007 상장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상장주식수 

0D1008 상장주식수(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주식수 

0D1009 상장주식수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07 + 0D1008 값 

0D1010 기말시가총액(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시가총액 

0D1011 기말시가총액(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 

시가총액 

0D1012 기말시가총액합계(보통주+우선

주) 

해당기준의 0D1010 + 0D1011 값 

0D1013 평균시가총액(보통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보통주 평균시가총액 

0D1014 평균시가총액(우선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우선주 평균시가총액 

0D1015 평균시가총액(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13 + 0D1014 값 

0D1016 기말외국인보유율(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보유율 

0D1017 기말외국인보유율(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 보유율 

0D1018 기말외국인보유율(보통주+우선

주) 

해당기준의 0D1016 + 0D1017 값 

0D1019 평균외국인보유율(보통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보통주 보유율 평균값

0D1020 평균외국인보유율(우선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우선주 보유율 평균값

0D1021 평균외국인보유율(보통주+우선

주) 

해당기준의 0D1019 + 0D1020 값 

0D1022 최고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최고주가 

0D1023 최저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최저주가 

0D1024 기말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기말주가 

0D1025 평균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평균주가 

0D1026 주당순이익(EPS) 해당기준의 129009 값 

0D1027 희석주당순이익 해당기준의 129019 값 

0D1028 주당매출액(SPS) 해당기준의 매출액 / 0D1006 값 

0D1029 주당순자산(BPS) 해당기준의 (자본총계-무형자산) / 0D1003 

값 

0D1030 주당현금흐름(CFPS) 해당기준의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우선주배 당금) / 0D1006 값 

0D1031 주당 EBITDA 해당기준의 EBITDA / 0D1006 값 

0D1032 주당배당금(DPS) 해당기준의 보통주배당금 / 0D1001 값 

0D1033 액면가 해당기준 말의 액면가 

0D1034 EBIT(세전영업이익) 해당기준의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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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0+126110+126120-125101+125102)

0D1035 EBITDA 해당기준의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값 

(127000+126110+126120-

125101+125102+161211+161212) 

0D1036 Enterprise Value 해당기준의 시가총액+순차입금(119350-

111100-111140-111220) 계정값 

0D1037 NOPLAT(세후순영업이익) 해당기준의 280150 계정값 

(수정순영업이익 – 조정법인세) 

0D1038 IC(평균투하자산) 해당기준의 280050 계정값 

(평균유동자산+평군순유형자산+평균기타사

업용자 산–평균비이자발생부채) 

0D1039 Free Cash Flow(잉여현금흐름) 해당기준의 281070 계정값 

세후순영업이익–(기말투하자산–

기초투하자산)  

0D1040 EVA(경제적부가가치) 해당기준의 280500 계정값 

평균투하자산*(투하자산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0D1041 MVA(시장부가가치) 해당기준의 281100 계정값 

(기말시가총액 – 기말순자산가치) 

0D1042 ROIC(투하자산수익률) 해당기준의 281060 계정값 

(세후순영업이익 / 평균투하자산) 

0D1043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해당기준의 280400 계정값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중 + 

자지가본비용 * 자기자본비중) 

0D1044 배당성향 해당기준의 166300 /129000 계정값 

(배당금 / 당기순이익) 

0D1045 EBIT Margin 해당기준의 0D1034 /121000 * 100 값 

(EBIT / 매출액 * 100) 

0D1046 EBITDA Margin 해당기준의 0D1035 /121000 * 100 값 

(EBITDA / 매출액 * 100) 

0D1047 EV/EBIT 해당기준의 0D1036 / 0D1034 의 값 

0D1048 EV/EBITDA 해당기준의 0D1036 / 0D1035 의 값 

0D1049 PE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6 의 값 

0D1050 PE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6 의 값 

0D1051 PE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6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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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1052 PS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8 의 값 

0D1053 PS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8 의 값 

0D1054 PS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8 의 값 

0D1055 PB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9 의 값 

0D1056 PB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9 의 값 

0D1057 PB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9 의 값 

0D1058 PC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30 의 값 

0D1059 PC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30 의 값 

0D1060 PC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30 의 값 

0D1061 P/EBITDAPS(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35/0D1006) 의 

값 

0D1062 P/EBITDAPS(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35/0D1006)의 

값 

0D1063 P/EBITDAPS(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35/0D1006)의 

값 

0D1064 Dividend Yield(H)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2 의 값 

0D1065 Dividend Yield(L)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3 의 값 

0D1066 Dividend Yield(FY End)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4 의 값 

0D1067 Beta 해당기간 중의 베타 

0D1068 Volatility 해당기간 주의 변동성 

 

      Capital Changes – History :  

- Right Issue : 유상증자 

- Bonus Issue : 무상증자 

- Conversion : 주식전환 

- Others : 신규상장, 합병/인수 3자배정/DR, 주식배당, 감자, 이익소각 등 

      Capital Changes – Summary :  

- Query Term : 조회 시작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Estimates Quick Look :  

 

      Estimates History :  

-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 Query Term : 조회 시작 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Output Period : 조회된 결과가 출력될 주기 선택 

(* 조회되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출력 주기가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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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ily : 일간격으로 자료 출력 

            2. Weekly : 일주일 간격으로 해당 요일의 자료를 출력 

            3. Monthly : 월간격으로 월초, 월중,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출력 

      Estimates by broker :  

- 각 증권사별 최종 보고서 자료 기준. 

-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 Year : 조회 기준 년도 선택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  

 

-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 Query Term : 조회 시작 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Output Period : 조회된 결과가 출력될 주기 선택 

(* 조회되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출력 주기가 조정됨) 

           1. Daily : 일간격으로 자료 출력 

             2. Weekly : 일주일 간격으로 해당 요일의 자료를 출력 

             3. Monthly : 월간격으로 월초, 월중,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출력 

        - Broker : 증권사 선택. 

      Estimate Trend :  

-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 Query Term : 조회 시작 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Output Period : 조회된 결과가 출력될 주기 선택 

(* 조회되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출력 주기가 조정됨) 

           1. Daily : 일간격으로 자료 출력 

             2. Weekly : 일주일 간격으로 해당 요일의 자료를 출력 

             3. Monthly : 월간격으로 월초, 월중,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출력 

      Credit Report :  

- Query Term : 조회 시작 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채권명 

Code Name(Eng) Naem(Kor) 

SB Straight Bond 무보증 사채 

SCB Straight Convertible Bond 무보증 전환사채 

GCB Guaranteed Convertible Bond 보증 전환사채 

SFB Small business Foreign Bond 중소기업 외국인 전용 무보증 전환사채 

CB1 Convertible Bond1 전환사채 

CB2 Convertible Bond2 해외 전환사채 

BW1 Bond with Warrants1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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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2 Bond with Warrants2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FEB Foreign Exchangeable Bond 해외교환사채 

FRN Floating Rate Note 변동금리부 

DR 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 

SBS Straight Bond Subordinated 후순위 무보증사채 

GBS Guaranteed Bond Subordinated 후순위 보증사채 

PP Private Placements 사모사채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 유동화 증권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Bond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SSCB 
Straight Subordinated Convertible 

Bond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 

PRJ Project 프로젝트 파이낸싱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채권 

PR Primary 예비평가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FB Financial Bond 금융채 

SB(P) Straight Bond (Private) 사모일반사채 

CB(P) Convertible Bond (Private) 사모전환사채  

CB(S) Convertible Bond (Subordinated) 후순위전환사채 

FB(P) Financial Bond (Private) 사모금융채 

FB(S) Financial Bond (Subordinated) 후순위금융채 

CFB Convertible Financial Bond 전환금융채 

CFB(S)
Convertible Financial Bond 

(Subordinated) 
후순위전환금융채 

FBW Financial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금융채 

GFB Guaranteed Financial Bond 보증금융채 

PFB Public Finance Bond 특수채 

PFB(P) Public Finance Bond (Private) 사모특수채 

FCSB Foreign Corporation SB 외국기업채권 

O-SB Overseas-SB 해외일반사채 

O-CB Overseas-CB 해외전환사채 

O-BW Overseas-BW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GB Guaranteed Bond 보증사채 

CoB  Collateralized Bond 담보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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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F) Financial Bond (Floating) 변동금리부금융채 

PFB(F) Financial Bond (Floating) 변동금리부특수채 

FB(S,F

) 

Financial Bond (Subordinated, 

Floating Rate Note) 
후순위변동금리부채권 

Gu Guarantor 보증기관 

In Insurer 보험기관 

MB Municipal Bond 지방채 

HB Hybrid Bond 신종특수채권 

HB(P) Private Hybrid Bond 사모신종특수채 

HP Hybrid Private 사모신종특수채권 

BWS Bond with Warrants Subordinated 후순위신주인수권부사채 

ABS(S)
Asset Backed Securities 

(Subordinated) 
후순위자산유동화증권 

BW-P BW-Private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평가구분 

           1. 본평가 : 회사채작업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발행할 회사채에 대해 평가등급을 매기

는 공식적인 평가 

           2. 정기평가 : 회사채 발행 후 매년 결산시 마다(만기일 전까지) 이미 등급 공시된 본

평가 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리는 평가 등급 

          3. 수시평가 : 회사채 발행 후 기업의 신용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했

을 경우 기공시된 등급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될 등급을 결정

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 

           - Expired date(유효기간) : 기업어음 및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어음 등급의 유효기간은 결산재무제표기준일

로부터 1년 6개월이며, 회사채 등급 유효기간은 신용등급이 첨부된 당해 채

권의 만기시까지임. 

           - Outlook(등급전망) : 평가시점에서 개별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

요소에 대한 중장기(6~18개월) 전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2년 9월 1일부터 도

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등급체계(Rating category, Notch)와는 별도로 운영

되며, 3가지 방향성이 향후 신용등급의 실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등급전

망(Rating Outlook) 방향성과 다르게 신용등급 변동이 가능.  또 등급전망은 회사

채 등 장기채권(기업어음, ABS, 부도, 워크아웃,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은 제

외)에만 적용되며, Watch List에 등록된 경우에는 Rating Outlook이 부여되지 않

음. 

 

                1. 긍정적(Posi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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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요소(거시경제 변수 산업 내 경쟁구도, 개별기업의 상황 

등)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안정적(Stabl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부정적(Nega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요 평가요소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Watch List(신용상태 감시업체) :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평가 3사

로부터 부여 받은 기업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평가 3사가 등급변

경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신용상태 감시업체 등록 시 투자자

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의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

시하며,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상향검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2. 하향검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3. 미확정 :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Dividend Report :  

- Query Term : 조회 시작 년도와 조회 마지막 년도 선택 

        DART 재무보고서 :  

- Fiscal Month : 재무보고서 제출 기준 회계연도 결정, 조회 시작 년도와 조회 마

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전체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DART 공시보고서 :  

- Fiscal Month : 재무보고서 제출 기준 회계연도 결정, 조회 시작 년도와 조회 마

지막 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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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nancial Reports 

  

  

 

 

a. Step 1 : 기업 선택.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보고서 선택. 

 User Set : 사용자가 기 생성한 User-Set의 항목만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

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중 선택하여 조회. 

개별 기업이나 다수의 선택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재무분석, 연결재무제

표, 추정기업가치(제조업), 결합재무제표(30대 그룹)를 조회한다. 

보고서 선택 

옵션 선택 

결과 출력 

기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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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 전체 계정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항목을 선택 

 재무분석 : 재무비율와 제조업일 경우의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석, 손익분기

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을 선택하여 조회.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

결현금흐름표, 연결재무비율 중 선택하여 조회. 

 추정기업가치 : 제조업일 경우 기업가치와 EVA분석 보고서 조회 

 결합재무제표 : 30개 그룹의 주요기업일 경우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조회. 

  c. Step 3 : 조회 옵션 선택. 

        Query Term : 데이터 조회 시작년도와 마지막년도를 선택. 

        Report   

- Annual : 결산데이터 

- Semi Annual : 반기 

- 1 Quarter : 1분기 

- 3 Quarter : 3분기 누적 

- 2 Quarter(2 Mon) : 순 2분기 (2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3 Quarter(3 Mon) : 순 3분기 (3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4 Quarter(3 Mon) : 순 4분기 (3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All : 1분기 + 반기 + 3분기 + 결산 

- All(3 Mon) : 1Quarter + 2Quarter(3Mon) + 3Quarter(3Mon) + 4Quarter(3Mon) 

        Data : 체크시 구회계기준 조회, 비체크시 신회계기준 조회 

          -     : 신회계기준 데이터 조회 

          -     : 구회계기준 뎉이터 조회 

 

 

 

 

 

 

   

 Form  

-     Condensed Form : 주요계정 출력,  

-     Standard Form :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계정 출력 

-     Full Form : 전체 재무 계정 출력 

       Unit : 재무계정의 출력 단위 설정.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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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pany – Quotes Reports 

 

 

 
 

 a. Step 1 : 대상기업 선택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항목 선택 

Code 항  목  명 비    고 

0C1001 시가 해당종목의 일중 시가 정보 

0C1002 고가 해당종목의 일중 고가 정보 

개별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주가거래 정보를 포함한 여러 지표값과 이동평

균값,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절대수익률 정보 제공. 

항목 선택 

결과 출력 

기업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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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1003 저가 해당종목의 일중 저가 정보 

0C1004 종가 해당종목의 일중 종가 정보 

0C1005 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일별 종가와 이벤트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정주가 정보 

0C1006 액면가 해당종목의 액면가 정보 

0C1007 대용가 해당종목의 대용가 정보 

0C1008 거래량 해당종목의 일별 거래량 정보 

0C1009 거래대금 해당종목의 일별 거래대금 정보 

0C1010 시가총액 해당종목의 일별 시가총액 정보 

0C1011 상장주식수 해당종목의 상장주식수 정보 

0C1012 외국인보유주식수 해당종목 외국인보유주식수 정보 

0C1013 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외국인보유율 정보 

0C1014 52 주최고종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종가 정보 

0C1015 52 주최저종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종가 정보 

0C1016 52 주최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수정주가 정보 

0C1017 52 주최저수정주가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수정주가 정보 

0C1018 52 주최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고보유율 정보 

0C1019 52 주최저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최근 52 주 중 최저보유율 정보 

0C1101 PE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순이익 

0C1102 PS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매출액 

0C1103 PB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순자산 

0C1104 PCR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결산기준 주당현금흐름 

0C1105 P/EBITDAPS 해당종목의 종가 / 최근 주당 EBITDA 

0C1106 Dividend Yield 해당종목의 주당배당금 / 종가 

0C1201 Beta(KOSPI) 이전 1 년간의 KOSPI 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 

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0C1202 Beta(KOSDAQ) 이전 1 년간의 KOSDAQ 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 

률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0C1203 Beta(Sector) 이전 1 년간의 섹터수익률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Y = bX + a 로 산출  (섹터 = 해당 종목의 소속 섹터) 

0C1204 Beta(EWI) 이전 1 년간의 EWI 수익률 와 개별종목의 일간수익률 

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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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bX + a 로 산출  

(시장에 타라 KOSPI EWI 나 KOSDAQ EWI 로 산출) 

0C1205 Volatility 이전 1 년간의 해당종목 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Sqrt(영업일수)로 산출 

0C2010 5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020 5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030 5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5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040 5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050 5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060 5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5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110 2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120 2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130 2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140 2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150 2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160 20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2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210 6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220 6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230 6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240 6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250 6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260 60 일평균외국인보유율 해당종목의 6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310 120 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320 120 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330 120 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340 120 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350 120 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360 120 일평균외국인보유 해당종목의 120 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2410 52 주평균종가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종가의 이동평균 

0C2420 52 주평균수정주가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수정주가의 이동평균 

0C2430 52 주평균시가총액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시간총액의 이동평균 

0C2440 52 주평균거래량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거래량의 이동평균 

0C2450 52 주평균거래대금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거래대금의 이동평균 

0C2460 52 주평균외국인보유 해당종목의 52 주간의 평균보유율의 이동평균 

0C3010 절대수익률-전일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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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3020 절대수익률-전주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1 

0C3030 절대수익률-전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1 

0C3040 절대수익률-3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1 

0C3050 절대수익률-6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1 

0C3060 절대수익률-9 개월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1 

0C3070 절대수익률-전년대비 해당종목의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1 

0C3110 상대수익률-전일대비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당일지수 / 이전일지수)-1 

0C3120 상대수익률-전주대비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당일지수 / 1 주전지수)-1 

0C3130 상대수익률-전월대비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1 개월전지수)-1 

0C3140 상대수익률-3 개월대비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3 개월전지수) - 1

0C3150 상대수익률-6 개월대비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6 개월전지수) - 1

0C3160 상대수익률-9 개월대비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9 개월전지수) - 1

0C3170 상대수익률-전년대비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당일지수 / 1 년전지수) - 1 

0C3210 초과수익률-전일대비 (당일종가 / 이전일종가) - (당일지수 / 이전일지수) 

0C3220 초과수익률-전주대비 (당일종가 / 1 주전종가) - (당일지수 / 1 주전지수) 

0C3230 초과수익률-전월대비 (당일종가 / 1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1 개월전지수) 

0C3240 초과수익률-3 개월대비 (당일종가 / 3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3 개월전지수) 

0C3250 초과수익률-6 개월대비 (당일종가 / 6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6 게월전지수) 

0C3260 초과수익률-9 개월대비 (당일종가 / 9 개월전종가) - (당일지수 / 9 개월전지수) 

0C3270 초과수익률-전년대비 (당일종가 / 1 년전종가) - (당일지수 / 1 년전지수) 

 

   c. Step 3 : 옵션 선택. 

 Query Term : 선택 항목에 대한 조회 기간을 선택한다. 

 Outpue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 Weekly나 Monthly를 선택했을 경우 주간이나 월간수익률이 조회되는 것이 아

니라 일간 수익률이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일간수익률이 월간 단위로 출력되는 

것임. 

   Weekly를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요일을 선택. 

 Monthly를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월초, 월중, 월말 3가지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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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Valuation Reports 

 

 

 

a. Step 1 : 대상 기업 선택.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조회 옵션 선택. 

 Query Term : 조회 기간을 시작 년도와 마지막 년도로 구분하여 선택 

 Query Report   

 - Annual : 결산 기준 

선택된 개별 기업이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대해 주식거래 정보와 재무 정보

를 바탕으로 산출한 다양한 지표값(Valuation Items)을 제공. 

결과 출력 

기업 선택 

옵션 선택 



 
KISVALUE 

 - 44 -

- Semi Annual : 반기 기준 

     - 1 Quarter : 1분기 기준 

     - 3 Quarter : 3분기 기준 

- 2 Quarter (3 Mon) : 순 2분기 기준 

- 3 Quarter (3 Mon) : 순 3분기 기준 

     - 4 Quarter (3 Mon) : 순 4분기 기준 

 

 Valuation Items 

 

 

 

Code 항  목  명 비    고 

0D1001 발행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의 118111 계정 값 

0D1002 발행주식수(우선주) 해당기준의 118121 계정 값 

0D1003 발행주식수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118111 + 118121  

0D1004 평균발행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의 19009 계정 값 

0D1005 평균발행주식수(우선주) 이전기준의 118121 계정 값이나 해당기준의 값 

0D1006 평균발행주식수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04 + 0D1005 값 

0D1007 상장주식수(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상장주식수 

0D1008 상장주식수(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주식수 

0D1009 상장주식수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07 + 0D1008 값 

0D1010 기말시가총액(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시가총액 

0D1011 기말시가총액(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 시가총액 

0D1012 기말시가총액합계(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10 + 0D1011 값 

0D1013 평균시가총액(보통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보통주 평균시가총액 

0D1014 평균시가총액(우선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우선주 평균시가총액 

0D1015 평균시가총액(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13 + 0D1014 값 

0D1016 기말외국인보유율(보통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보유율 

0D1017 기말외국인보유율(우선주) 해당기준 마지막 거래일의 우선주 보유율 

0D1018 기말외국인보유율(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16 + 0D1017 값 

0D1019 평균외국인보유율(보통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보통주 보유율 평균값 

0D1020 평균외국인보유율(우선주) 해당기준 기간 중의 우선주 보유율 평균값 

0D1021 평균외국인보유율(보통주+우선주) 해당기준의 0D1019 + 0D1020 값 

0D1022 최고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최고주가 

해당기준이란 Step2의 Query Report 에서 선택한 보고서로 Annual 을 선택했

을 경우 해당년도 결산 기준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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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1023 최저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최저주가 

0D1024 기말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기말주가 

0D1025 평균주가 해당기준 기간 중의 평균주가 

0D1026 주당순이익(EPS) 해당기준의 129009 값 

0D1027 희석주당순이익 해당기준의 129019 값 

0D1028 주당매출액(SPS) 해당기준의 매출액 / 0D1006 값 

0D1029 주당순자산(BPS) 해당기준의 (자본총계-무형자산) / 0D1003 값 

0D1030 주당현금흐름(CFPS) 해당기준의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우선주배 

당금) / 0D1006 값 

0D1031 주당 EBITDA 해당기준의 EBITDA / 0D1006 값 

0D1032 주당배당금(DPS) 해당기준의 보통주배당금 / 0D1001 값 

0D1033 액면가 해당기준 말의 액면가 

0D1034 EBIT(세전영업이익) 해당기준의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127000+126110+126120-125101+125102) 

0D1035 EBITDA 해당기준의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값 

(127000+126110+126120-

125101+125102+161211+161212) 

0D1036 Enterprise Value 해당기준의 시가총액+순차입금(119350-111100-

111140-111220) 계정값 

0D1037 NOPLAT(세후순영업이익) 해당기준의 280150 계정값 

(수정순영업이익 – 조정법인세) 

0D1038 IC(평균투하자산) 해당기준의 280050 계정값 

(평균유동자산+평군순유형자산+평균기타사업용자 

산–평균비이자발생부채) 

0D1039 Free Cash Flow(잉여현금흐름) 해당기준의 281070 계정값 

세후순영업이익–(기말투하자산–기초투하자산)  

0D1040 EVA(경제적부가가치) 해당기준의 280500 계정값 

평균투하자산*(투하자산수익률-가중평균자본비용)

0D1041 MVA(시장부가가치) 해당기준의 281100 계정값 

(기말시가총액 – 기말순자산가치) 

0D1042 ROIC(투하자산수익률) 해당기준의 281060 계정값 

(세후순영업이익 / 평균투하자산) 

0D1043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해당기준의 280400 계정값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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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가본비용 * 자기자본비중) 

0D1044 배당성향 해당기준의 166300 /129000 계정값 

(배당금 / 당기순이익) 

0D1045 EBIT Margin 해당기준의 0D1034 /121000 * 100 값 

(EBIT / 매출액 * 100) 

0D1046 EBITDA Margin 해당기준의 0D1035 /121000 * 100 값 

(EBITDA / 매출액 * 100) 

0D1047 EV/EBIT 해당기준의 0D1036 / 0D1034 의 값 

0D1048 EV/EBITDA 해당기준의 0D1036 / 0D1035 의 값 

0D1049 PE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6 의 값 

0D1050 PE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6 의 값 

0D1051 PE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6 의 값 

0D1052 PS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8 의 값 

0D1053 PS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8 의 값 

0D1054 PS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8 의 값 

0D1055 PB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29 의 값 

0D1056 PB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29 의 값 

0D1057 PB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29 의 값 

0D1058 PCR(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30 의 값 

0D1059 PCR(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30 의 값 

0D1060 PCR(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30 의 값 

0D1061 P/EBITDAPS(H) 해당기준의 0D1022 / (0D1035/0D1006) 의 값 

0D1062 P/EBITDAPS(L) 해당기준의 0D1023 / (0D1035/0D1006)의 값 

0D1063 P/EBITDAPS(FY End) 해당기준의 0D1024 / (0D1035/0D1006)의 값 

0D1064 Dividend Yield(H)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2 의 값 

0D1065 Dividend Yield(L)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3 의 값 

0D1066 Dividend Yield(FY End) 해당기준의 0D1032 / 0D1024 의 값 

0D1067 Beta 해당기간 중의 베타 

0D1068 Volatility 해당기간 주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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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stimates Reports 

 

 

 

a. Step 1 : 대상 기업 선택.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록, 상장폐지 업체 중 선택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통해 직접 선택 

b. Step 2 : 옵션 선택 

 Select Report 

    - Estimates Quick Look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에 대한 요약 추정 보

고서 제공. 

  - Estimates History :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투자의견, 

목표주가의 추정치 자료를 일별 히스토리정보를 조회. 

 - Estimates by broker : 해당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증권사별로 최종 추정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종

목의 추정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제공. 

결과 출력 

기업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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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보를 요약 제공. 

 -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 해당기업에 대해 추정치 자료의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증권사별로 조회. 

 - Estimates Trend : 해당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값이 아닌 변화값을 상향과 하향으

로 나누어 개수로 제공. 

 Report : Annual, 1 Quarter ,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중 선택. 

 Query Term : 조회 시작 일자와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Output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 Output Period로 주간이나 월간을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요일이나 월초, 

월중, 월말 중 선택 

 Select Broker : 증권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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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eer Group Analysis 

 

 

 

 

 

a. Peer-Group Wizard의 사용 

   Wizard Step 1 : Output 형식 선택 

 
     - Column Type : Order by Year 

 

    - Column Type : Order by Account 

 

      

사용자가 선택한 기업리스트(Peer Group)에 대해 특정 계정 항목의 값을 다

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제공. 

 1. Peer-Group Wizard 를 통해 4단계 Step 을 거쳐 보고서 생성 

 2. 대상 기업과 대상 계정, 조회옵션, 출력옵션을 별개로 선택하여 보고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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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Type : Order by Year 

 

- Row Type : Order by Account 

 

- Account Type : Order by Year 

 

- Account Type : Order by Account 

 

 

 Wizard Step 2 : 대상기업 선택 

 
-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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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zard Step 3 : 대상 계정 선택 

 
-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Set 목록 중 선택. 

-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Wizrad Step 4 : 조회 옵션 선택 

 
  - Financial Options : 재무계정이나 Valuatuon 계정에 영향을 주는 시작년도, 마지

막년도, 보고서 구분, 출력 단위 선택 

 - Quotes : Quotes 항목에 영향을 주는 시작일자, 마지막일자, 출력 간격 등을 선

택. 

b. 항목별 개별 선택 방법 

     대상 기업 선택 :  

      - 드롭박스에서 User Portfolio를 선택하여 저장된 기업리스트를 선택. 

      -     버튼으로 Lookup 창을 실행시키고 검색후 선택. 

 

     조회 계정 선택 :  

- 드롭박스에서 User Set 를 선택하여 저장된 계정을 선택 

      -     버튼으로 Lookup 창을 실행시키고 검색후 선택 

     Query Options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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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Options : 재무계정이나 Valuatuon 계정에 영향을 주는 시작년도, 마지

막년도, 보고서 구분, 출력 단위 선택 

 - Quotes : Quotes 항목에 영향을 주는 조회기간, 출력 주기 등을 선택. 

     출력 양식 선택 :  

 
      - 6가지 출력 양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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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assive Download 

 

 

 

 

 
 

 

 

 

 

 

 

 

 

 

 

 

재무제표 유형별, KOSPI, KOSDQ 지수별, 섹터별, 표준산업별 등의 다양한 

기업리스트에 대해 선택된 개요, 재무, 주가, Estimates 정보를 바탕으로 대

량의 원장 보고서를 생성 

1. Massive Download 메뉴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는 리얼타임으로 변경된 정

보가 반영되므로 과거의 다른 시점의 리스트와 다를 수 있음. 

2. Massive Download 에서 업종(제조, 은행, 증권 등)에 속하는 기업들이 

혼합되어 있는 리스트를 선택한 경우 재무제표 항목은 한가지로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시 고려되어야 함. 

3. 엑셀 쉬트의 칼럼 제한(256개)과 KisValue서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

계열 자료를 열로 출력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엑셀의 행열바꾸기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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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새로운 Massive Download 보고서를 시작한다. 

 

    KIS : 각 기업별 발표 재무제표를 그룹핑하여 비금융업,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

해보험, 신용금고, 종합금융, 투자신탁, 리스, 신용카드, 창업투자, 할부금융,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선택 

      - Include Range :  KOSPI (KOSPI 상장기업), KOSDAQ (KOSDAQ 등록기업), 

Statutory Audited (외감법인 이상, KOSPI, KOSDAQ 포함) 

    - Preferred Stock : 외감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됨. 

                     Exclude (우선주 제외), Row Include (별도의 행에 출력), 

Column Include (옆 칼럼에 우선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출력) 

 

   KRX : 증권선물거래소의 KOSPI, KOSDAQ 등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KRX : KRX 100, KRX Autos, KRX Semicon 등 KOSPI와 KOSDAQ 업종을 포함하여 

생성한 지수 항목 선택 

      - KOSPI : KOSPI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KOSDAQ : KOSDAQ 시장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Preferred Stock : 외감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됨. 

                Exclude (우선주 제외), Row Include (별도의 행에 출력), Column 

Include (옆 칼럼에 우선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출력)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구 경제기획원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분류원칙과 체계를 기초로하여 제정한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 트리 구조 중 선택. 

- Include Range : KOSPI (KOSPI 상장기업), KOSDAQ (KOSDAQ 등록기업), 

Statutory Audited (외감법인 이상, KOSPI, KOSDAQ 포함) 

-         버튼 : 표준산업분류명으로 산업분류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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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 전체 트리 구조를 펼침. 

-         버튼 : 펼쳐진 트리 구조를 접음. 

 

    Portfolio : 기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어 있는 User Portfolio 중 선택하여 

User Portfolio에 속하는 기업 리스트를 선택. 

 

    Group : 60여개의 대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전체를 선택. 

- I : 출자총액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I : 상호출자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II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nclude Range : 계열사 중 포함코자 하는 업종 선택 

(Manufacturing:제조업종, Financial:금융업종) 

- Basis Year : 그룹 계열사의 기준년도 선택. 

 

 Special : Industry, Group 별로 구분되지 않는 특이 리스트를 선택. 

     - 외투법인 :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6조,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또는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 검색. 

         * 추가적으로 투자금액, 투자비중, 투자국가, 투자자의 정보 제공. 

(Step 2 의 Overview Tab 의 Foreign invested information 항목) 

- 워크아웃 : 워크아웃 기업리스트를 제공. 

* 추가적으로 정리절차현황과 화의개시 현황의 일자 정보 제공 

(Step 2 의 Overview Tab 의 Workout information 항목) 

     - 100대 기업 : 한신평정보와 한국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시가총액, 매출액, 순이익 

등의 항목을 기본으로 매년 선정하는 Korea Super Companies 리스트 제공 

   - 년도별 KOSPI 상장 : 옵션 지정 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KOSPI 시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종목 리스트 제공. 

- 년도별 KOSDAQ 등록 : 옵션 지정 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KOSDAQ 시

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종목 리스트 제공. 

- 상장폐지 : 한신평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 폐지 종목에 대한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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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현재 Massive Download 보고서에 계정을 추가한다. 

 

 Overview : 개요정보, 현황정보, 신용정보 제공 

           - 개요정보  

Code 항  목  명 비    고 

0A1010 현대표자 해당 기업의 현 대표자 정보 

0A1030 설립일 해당 기업의 설립일자 

0A1040 상장일 해당이 KOSPI, KOSDAQ 업체인 경우 상장일자 

0A1050 결산월 해당 기업의 결산월 

0A1060 종업원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수 

0A1070 기업규모 해당 기업의 대,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서 기업의 자본금/매출액/

종업원수를 그 기업이 속한 업종별로 기준을 달리 적

용하여 중소기업/대기업 여부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KIS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0A1081 본사주소 해당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0A1082 공장주소 해당 기업의 제1공장 소재지 주소 

0A1083 영업소주소 해당 기업 제1영업소 주소 

0A1090 전화번호 해당 기업의 대표전화번호 

0A1100 팩스번호 해당 기업의 대표 팩스번호 

0A1110 홈페이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 

0A1120 주요상품 해당 기업의 주요상품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콜작업을 통해 조사 

 KISC 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나 제 1 매출액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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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1130 KISC – 대분류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와 산업명 

0A1132 KISC - 중분류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코드와 산업명 

0A1133 KISC - 소분류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코드와 산업명 

0A1134 KISC - 세분류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와 산업명 

0A1135 KISC - 세세분류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와 산업명 

0A1140 주식업종 KOSPI, KOSDQ 업종에 대한 해당 시장의 소속 업종명

0A1145 KICS 산업분류 KIS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로 GICS 의 

분류체계를 따라 10 Sector, 23 Industry Group, 29 

Industry, 122 Sub Industry 로 구성됨. 

* GICS : S&P 와 MSC 가 공동으로 세계의 여러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1999 년 개발, 도입 

0A1150 소속그룹 해당 기업의 소속 그룹명 

-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법위”를 참조하여 

분류 

- 은행연합회 제공 계열자료, 사업, 반기, 분기, 

감사보고서, 등록법인신청서, 기업자체 작성 실태표, 

신용조사표, KRX 시장지, 언론 보도 자료를 참조 

0A1160 주거래은행 해당 기업의 주거래 은행명 

0A1170 사업자번호 

해당 기업 본사의 사업자 번호(지점 사업자번호 

미제공) 

0A1180 법인번호 해당 기업의 법인번호 

0A1190 최종업데이트(FS) 해당 기업의 마지막 재무 데이터 입력 현황 

 

- 개요정보  

Code 항  목  명 비    고 

0A2010 감사의견 해당 기업의 감사의견 

0A2020 감사법인 해당 기업의 감사 법인명 

0A2031 수출합계 해당 기업의 사업현황 중 수출 합계 정보 

0A2032 내수합계 해당 기업의 사업현황 중 내수 합계 정보 

0A2033 수출비중 해당 기업의 사업현황 중 수출 비중 정보 

0A2041 외화자산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외화자산 정보 

0A2042 외화부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외화부채 정보 

0A2051 관계회사 상호거래 – 

비용합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특수관계자 상호 거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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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2052 관계회사 상호거래 – 

수익합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특수관계자 상호 거래 

정보 

0A2053 관계회사 상호거래 – 

매출합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특수관계자 상호 거래 

정보 

0A2054 관계회사 상호거래 – 

매입합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특수관계자 상호 거래 

정보 

0A2061 부가가치 - 인건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가가치-인건비 정보 

0A2062 부가가치 - 임차료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가가치-임차료 정보 

0A2063 부가가치 - 세금공과금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가가치-세금공과금 

정보 

0A2064 부가가치 - 감가상각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가가치-감가상각비 

정보 

0A2065 부가가치 - 리스료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가가치-리스료 정보 

0A2066 개발비 - 자산처리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개발비-자산처리 정보 

0A2067 개발비 - 비용처리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개발비-비용처리 정보 

0A2068 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개발비의 매츨액 대비 

비중 정보 

0A2071 단기 차입금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

단기차입금 정보 

0A2072 사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사채 

정보 

0A2073 장기차입금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

장기차입금 정보 

0A2074 리스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리스 

정보 

0A2081 금융리스부채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

단기차입금 정보 

0A2082 금융리스가액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부채상환계획-

단기차입금 정보 

0A2083 금융리스 계약기관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리스회계처리-금융리스 

계약기관명 정보 

0A2084 운용리스료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리스회계처리-

운용리스료 정보 

0A2085 운용리스가액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리스회계처리-

운용리스가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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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2086 운용리스 계약기관 해당 기업의 개별주석 중 리스회계처리-운용리스 

계약기관명 정보 

0A2091 1 대 제품명 해당 기업의 제 1 대 제품명 및 매출구성비 정보 

0A2092 2 대 제품명 해당 기업의 제 2 대 제품명 및 매출구성비 정보 

0A2093 3 대 제품명 해당 기업의 제 3 대 제품명 및 매출구성비 정보 

0A2211 1 대주주명(지분) 해당 기업의 1 대 주주명 및 지분율 정보 

0A2212 2 대주주명(지분) 해당 기업의 2대 주주명 및 지분율 정보 

0A2213 3 대주주명(지분) 해당 기업의 3대 주주명 및 지분율 정보 

0A2214 4 대주주명(지분) 해당 기업의 4대 주주명 및 지분율 정보 

0A2215 5 대주주명(지분) 해당 기업의 5대 주주명 및 지분율 정보 

0A2221 대주주 수(지분) 해당 기업의 대주주의 숫자와 비율 정보 

0A2222 소액주주 수(지분)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의 숫자와 비율 정보 

0A2223 기타주주 수(지분) 해당 기업의 대,소액주주 외 주주의 비율 정보 

0A2231 정부(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2 정부관리업(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3 금융기관(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4 증권회사(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5 보험회사(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6 기타법인(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7 외국인(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8 개인(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39 기타(지분) 해당 기업의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정보(~2003) 

0A2240 현황 Comment 해당 기업의 현황 코멘트 정보(년 2 회 업데이트) 

0A2250 전망 Comment 해당 기업의 전망 코멘트 정보(년 2 회 업데이트) 

 

 

 

 

 

  

 

 

 

 

- 신용정보  

1. 대주주명 : 해당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상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의 주식소요 현황” 과 “나.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참조하여 산

출. 

2. 관계회사 :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고서상 관계회사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를 전부 관계회사로 지정. 

3. 특수관계자 상호 거래 :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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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항  목  명 비    고 

0A3010 KIS 신용평점 해당 기업의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부실예측모형과 재무평점모형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된 등급을 결합하여 부여된 평점 정보 

0A3020 KIS 재무평점(Old)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재무적항목(10 개 

재무비율과 2 개 규모변수)과 비재무항목(기업형태, 

업력,계열그룹여부)을 바탕으로 100 만점으로 산출한 

점수 

- 80 ~  : 우량 

- 70~80 : 양호 

- 55~70 : 보통 

- 45~55 : 열위 

- ~45 : 불량 

0A3030 CP 유효등급 해당 기업의 CP 유효 등급 

0A3040 회사채 유효등급 해당 기업의 채권 유효 등급 

 

   Financial : 업종에 따라 일반사항, 재무제표, 재무분석, 연결재무제표의 항목 제공 

          - 드룹 박스를 선택하여 기존에 생성해 둔 User Set을 선택하여 필요항목 선택 

          -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활성화하고 검색 후 선택. 

          - Report  

              1. Annual : 해당 기업의 결산 데이터를 선택. 

              2. Semi Annual : 해당 기업의 반기 데이터를 선택 

3. 3 Quarter : 해당 기업의 3분기 데이터를 선택 

4. 2 Quarter (3 Mon) : 해당 기업의 순2분기 데이터를 선택 

5. 3 Quarter (3 Mon) : 해당 기업의 순3분기 데이터를 선택 

6. 4 Quarter (3 Mon) : 해당 기업의 순4분기 데이터를 선택 

7. 1st Term : 해당 기업의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순분기 데이터를 선택 

8. 2nd Term : 해당 기업의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순분기 데이터를 선택 

9. 3rd Term : 해당 기업의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순분기 데이터를 선택 

10. 4th Term : 해당 기업의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순분기 데이터를 선택 

          - Begin : 자료 조회 시작 년도 

          - End : 자료 조회 마지막 년도 

 

        Quotes : KOSPI, KOSDAQ 종목에 한하여 매일 거래로 발생하는 기본 거래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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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값  (세부 항목은  III. Menu – Data Library - B. Price Reports 도움

말 참조) 

     - Begin : 자료 조회 시작 일자 

   - End : 자료 조회 마지막 일자 

   - Output Options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 Weekly(주간 단위), Monthly(월간 단위) 출력을 선택할 경우 기준이 되는 요일

(Weekly)이나 월초, 월중, 월말(Monthly) 중 선택 

 

 Valuation : KOSPI, KOSDAQ 종목에 한하여 기본 거래정보와 재무정보와 결합으

로 생성된 지표값 (세부 항목은  III. Menu – Data Library - C. 

Valuaiotn Reports 도움말 참조) 

     - Report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중 선택 

    - Begin : 자료 조회 시작 년도 

 

 Estimates : KOSPI, KOSDAQ 종목에 한하여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생

성한 미래 예측치 데이터를 조회 

   - Year : 기준년도 (미래 3년 기준) 

 

Code 항  목  명 비    고 

0E1001 매출액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2 전년대비증가율 해당 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3 영업이익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4 경상이익 해당 기업의 경상이익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5 순이익 해당 기업의 순이익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6 EPS 해당 기업의 주당순이익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7 PER 해당 기업의 PER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8 EBITDA 해당 기업의 EBITDA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09 EV/EBITA 해당 기업의 EV/EBITDA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10 ROE 해당 기업의 ROE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11 PBR 해당 기업의 PBR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12 BPS 해당 기업의 BPS 예측치들의 평균값 

0E1013 투자의견 해당 기업의 투자의견 평균점수 (5 점 만점) 

0E1014 목표주가 해당 기업의 목표주가 에측치들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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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저장된 Massive Download 보고서를 읽어온다. 

                를 이용하여 보고서에 계정자료를 추가함. 

 

 

 

 

 

 

d.        : 현재 생성된 Massive Download 보고서를 저장한다. 

e.            : 현재 Massive Download 보고서에서 선택된 계정을 삭제한다. 

 

 

 

 

 

 

 

 

 

 

 

 

1. Massive Download 메뉴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는 리얼타임으로 변경된 정

보가 반영되므로 과거의 다른 시점의 리스트와 다를 수 있으며, 보고서는 현

재 기준 기업리스트로 변경되며, 제외된 기업은 현 기업리스트 하단 부분에 

추가되므로, 과거 저장리스트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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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ndustry Analysis Reports 

 

 

 

 a. Step 1 : 지수 항목이나 섹터명, 산업명을 선택. 

     KRX 지수 항목 : KRX 서브 항목 중 선택 

   KOSPI 섹터 선택 : KOSPI 서브 섹터 중 선택 

 KOSDAQ 섹터 선택 : KOSDAQ 서브 섹터 중 선택 

 KSIC 산업 선택 : 표준산업분류 5단계 체계 중 특정 산업 중 선택 

 

 b. Step 2 : 보고서 선택. 

      Company List : 해당 년도는 현재 기준 기업 리스트가 조회되며, 과거 년도를 선

택했을 경우 당시 합산 재무제표를 산출한 기업 리스트가 조회됨 

  (* 과거 산업 합산데이터와 해당 기업리스트를 일치시키기 위해) 

KRX 지수나 KOSPI, KOSDAQ 업종별 기업리스트와 합산재무제표정보, 리스

트 중의 재무순위, 합산주가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산업분류(KSIC) 별 기업리

스트와 합산재무제표 정보를 제공 

결과 출력 

지수, 섹터, 산업 선택 

보고서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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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Statement (1997년 이후 데이터 제공) : 선택한 섹터나 산업의 합산 재무

제표 제공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 Combined Range : 합산 범위 선택 

            1. Exclude Admin : 관리종목의 합산 제외 여부 결정  

            2. KOSPI, KOSDQ, Statutory Audited : KOSPI, KOSDQ,, 외감이상전체 중 선택 

          - Term : 데이터 조회 시작 년도,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중 선택. 

          - Old F/S Set : 구회계기준 재무제표 선택 여부 결정. 

 

 

 

 

 

 

 

         Financial Ranking : 선택한 지수나 섹터, 산업에 해당하는 랭킹 항목을 선택하여 

리스트와 랭킹 조회. 

- Combined Range : 합산 범위 선택 

            1. Exclude Admin : 관리종목의 합산 제외 여부 결정  

            2. KOSPI, KOSDQ, Statutory Audited : KOSPI, KOSDQ,, 외감이상전체 중 선택 

          - Term : 데이터 조회 시작 년도,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중 선택. 

         Prices Report : 주가 합산 보고서를 조회 

          - Index Data : 지수(Index), 단순평균주가(Simple Average), 가중평균주가 

(Weighted Average), 거래량(Volume), 거래대금(Turn Over), 시가총액

(Market Cap.), 상장주식수(Listed shares) 제공 

         - Valuation Ratios : PER, PSR, PBR, PCR, P/EBITDAPS, Dividend Yield 값을 Median 

방식과 시가총액 가중방식 2가지로 제공. 

       - Performance & Risk : 지수(Index), 변동량(Change), 전일대비수익률(Return), Beta, 

Volatility 정보 제공. 

       - EWI Performance : KRX, KOPSI – 종합, KOSDAQ – 종합에 대해 EWI 수익률 제공  

 

 c. Step 3 : 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옵션 선택.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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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ustry Massive Download 

 

 

 

 

  a. Step 1 : KOSPI, KOSDAQ의 시장 분류나 KSIC 분류 그룹을 선택. 

      KOSPI : 유가 증권시장 섹터 분류 리스트를 선택 

      KOSDAQ : 코스닥시장 섹터 분류 리스틀 선택. 

      KSIC – Broad Grouping : 20개 대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Middle Grouping : 63개 중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Narrow Grouping : 187 개 소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Detailed Grouping : 375 개 세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Very Detailed Grouping : 988 개 세세분류 리스트 선택. 

      Range : 관리 종목 포함 여부나 KOSPI, KOSDAQ, 외감법인 중 선택. 

 

  b. Step 2 : 산업 합산 재무계정이나 주식합산 계정 중 선택. 

KOSPI, KOSDAQ 전업종별 또는 KSIC(표준산업분류) 전산업별로 특정 데이

터를 조회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결과 출력 

KOSPI, KOSDQ, KSIC 선택 

계정항목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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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Set 중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재무 계정을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계정 삭제. 

    주식 합산 계정 중 선택 (KOSPI, KOSDAQ 섹터를 선택했을 경우) 

Code 항  목  명 비    고 

0H1001 지수 해당 섹터의 지수 정보 

0H1002 단순주가평균 해당 섹터내 종목들의 단순 평균 주가 정보 

0H1003 가중주가평균 해당 섹터내 종목들의 가중 평균 주가 정보 

0H1004 거래량 해당 섹터내 종목들의 거래량의 합 정보 

0H1005 거래대금 해당 섹터내 종목들의 거래대금의 합 정보 

0H1006 보통주시가총액 해당 섹터내 보통주들의 시가총액의 합 정보 

0H1007 우선주시가총액 해당 섹터내 우선주들의 시가총액의 합 정보 

0H1008 시가총액합계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시가총액의 합 정보 

0H1009 보통주상장주식수 해당 섹터내 보통주들의 상장주식수의 합 정보 

0H1010 우선주상장주식수 해당 섹터내 우선주들의 상장주식수의 합 정보 

0H1011 상장주식수합계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상장주식수의 합 정보 

0H1012 보통주외국인보유주식수 해당 섹터내 보통주 보유주식수의 합 정보 

0H1013 우선주외국인보유주식수 해당 섹터내 우선주 보유주식수의 합 정보 

0H1014 외국인보유주식수합계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보유주식수의 합 정보 

0H1015 PER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ER 평균값 정보 

0H1016 PSR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SR 평균값 정보 

0H1017 PBR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BR 평균값 정보 

0H1018 PCR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CR 평균값 정보 

0H1019 P/EBITDAPS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EBITDAPS 평균값 정보 

0H1020 Dividend Yield 평균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배당률 평균값 정보 

0H1021 PER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ER 중간값 정보 

0H1022 PSR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SR 중간값 정보 

0H1023 PBR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BR 중간값 정보 

0H1024 PCR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CR 중간값 정보 

0H1025 P/EBITDAPS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P/EBITDAPS 중간값 정보 

0H1026 Dividend Yield 중간값 해당 섹터내 전종목의 배당률 중간값 정보 

0H1027 Beta 해당 섹터 지수의 Beta 값 

0H1028 Volatility 해당 섹터 지수의 Volatility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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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Group Analysis Reports 

 

 

 

 
 

 a. Step 1 :  조회하고자 하는 그룹 선택. 

      상호출자제한계열, 출자총액제한계열, 주채무계열에 과한 정보는  

(II. KisValue Library Lookup - A. Lookup – Identifier)의 도움말 참조 

 

b. Step 2 : 보고서 선택 

 Company List : 현재 기준 계열사 정보나 과거 재무 합산 대상이 되었던 계열사 

리스트 제공 

 Equity Structure of Affiliates : 계열사간 지분율 내역표을 제공. 

 Financial Statements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

표, 재무비율 보고서 제공. 

 Prices Reports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계열이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60여 

그룹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재공. 

결과 출력 

Group 선택 

보고서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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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otes Report : 시가총액, 상장주식수, 외국인보유주식수, 거래량, 거래대금의 

계열사간 합산 정보 제공. 

   - Valuation Report :  PER, PSR, PBR, PCR, P/EBITDAPS, 배당률에 대한 계열사간 

합산 정보 제공. 

 

c. Step 3 : 옵션 선택 

      Basis Year : 조회 기준 년도 설정 

      Query Term : 조회 시작시점, 마지막시점 설정 

      Old F/S Set : 구회계기준 데이터셋 사용요부 결정. 

 

 

 

 

 

 

 

      Output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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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Group Massive Download 

 

 

 

   a. Step 1 : 출자총액 제한계열, 상호출자 제한계열, 주채무계열 중 선택. 

      II. KisValue Library Lookup -> A. Lookup – Identifier 의 도움말 참조 

      Preview : 선택한 그룹 유형에 따라 소속 그룹 목록이 미리 보여짐. 

  b. Step 2 : 계열사 합산 재무계정이나 주가 합산 계정 중 선택.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Set 중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재무 계정을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계정 삭제. 

    주식 합산 계정 중 선택  

Code 항  목  명 비    고  

0G1001 보통주시가총액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보통주의 시가총액합 

0G1002 우선주시가총액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우선주의 시가총액합 

0G1003 시가총액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전종목의 시가총액합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계열이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60여 

그룹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재공. 

결과 출력 

Group 선택 

계정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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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1004 보통주상장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보통주의 상장주식수합 

0G1005 우선주상장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우선주의 상장주식수합 

0G1006 상장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전종목의 상장주식수합 

0G1007 보통주외국인보유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보통주의 보유주식수합 

0G1008 우선주외국인보유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우선주의 보유주식수합 

0G1009 외국인보유주식수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전종목의 보유주식수합 

0G1010 보통주거래량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보통주의 거래량 합 

0G1011 우선주거래량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우선주의 거래량 합 

0G1012 거래량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전종목의 거래량 합 

0G1013 보통주거래대금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보통주의 거래대금 합 

0G1014 우선주거래대금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우선주의 거래대금 합 

0G1015 거래대금합계 해당 그룹 계열사의 전종목의 거래대금 합 

0G1016 PER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PER 의 중간값 

0G1017 PSR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PSR 의 중간값 

0G1018 PBR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PBR 의 중간값 

0G1019 PCR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PCR 의 중간값 

0G1020 P/EBIDAPS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P/EBITDAPS 의 중간값 

0G1021 Dividend Yield 중간값 해당 그룹 계열사 중 배당률의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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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enu – Advanced Analytics 

 

 

A. Beta & Performance Reports 

B. Chart Analysis 

C. EDF Analysis 

D. Outlier Analysis 

E. Use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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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a & Performance Reports 

 

 

 

 

 a. Step 1 : 대상 기업군 선택.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Portfolio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검색을 통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종목 삭제. 

b. Step 2 : 벤치마크 대상 선택. 

    Standard Deviation, Covariance, Correlation, Beta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벤

치마크 대상을 선택. 기본값은 KOSPI-종합 

c. Step 3 : 수익률 종류 선택 

    Daily Performance : 전일 대비 수익률 

    Weekly Performacne : 전주 대비 수익률 

KOSPI, KOSDAQ의 종목에 대해 특정기간 사이의 Standard Deviation,  

Convariance, Correlation, Beta, Volatility 값과 수정주가를 기본으로 산출한 

절대수익률 정보, 상대 수익률 정보, 초과수익률 정보를 제공 

결과 출력 

대상기업 선택 

벤치마크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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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Performance : 전월 대비 수익률 

     Yearly Performacne : 전년 대비 수익률 

d. Step 4 : 출력 옵션 선택 

    Begin : 조회 시작 일자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Frequency  

      - Daily : Step 3 에서 선택한 수익률을 일단위로 출력 

      - Weekly : Step 3 에서 선택한 수익률을 주간 단위로 출력 

- Monthly : Step 3 에서 선택한 수익률을 월간 단위로 출력 

- Yearly : Step 3 에서 선택한 수익률을 년간 단위로 출력 

 

 

 

 

 

 

 

 

 

 

 

 

1. Performace : 절대 수익률 

당일종가
절대수익률 =  

이전종가
- 1 

 

2. Relative to Market : 상대 수익률 

당일종가 / 이전종가
  상대수익률 =  

당일지수 / 이전지수
- 1

 

3. Market adjusted AR : 초과 수익률 

당일종가 당일지수
초과수익률 =  

이전종가
-

이전지수

 

4. BM Return : 선택된 벤치마크의 이전대비 수익률 

당일지수
BM Return =  

이전지수
- 1

 

* 이전종가 : 선택 옵션에 따라 전일, 1주전, 1개월전, 1년전종가 

* 이전대비 : 선택 옵션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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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art Analysis 

 

 

 

 

 

a. Step 1 : 대상 기업군 선택.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Portfolio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검색을 통해 직접 선택. 

 

 

 

 

 

 

 

 

 

 

 

a. Step 1 : 대상 기업 선택. 

 8개 이내의 기업을 선택. ( 최대 8개 기업)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Portfolio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검색을 통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종목 삭제. 

 

b. Step 2 : Charting 아이템 선택. 

 하나의 대상기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8개 이내의 아이템을 선택하여야 하며, 8

개 이내의 기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개의 아이템을 선택. 

 재무 계정, 주가항목(코드 = 0Cxxxx), 주가 밸류에이션 항목(코드 = 0Dxxxx) 중 선 

택 

 

KOSPI, KOSDAQ의 특정 종목에 대해 주가를 바탕으로 한 부도예측 모형. 

결과 (Chart와 데이터) 출력 

대상기업 선택 

Charting 아이템 선택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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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ep 3 : Query 옵션 선택. 

 선택한 Charting 아이템에 따라 시작년도(시작일자)와 종료년도(종료일자), 보고서 

종류 선택. 

 

d. Step 4 : Chart 조회.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Chart와 데이터를 출력.  

 기본 차트 : 재무, Valuation항목(코드=0Dxxxx)인 경우 Bar Chart이며, 주가 항목

(코드=0Cxxxx) 인 경우에는 Line Chart. 

 기본 단위 : 재무, Valuation항목(코드=0Dxxxx)인 경우 KRW 1,000,000 이며, 주가 

항목(코드=0Cxxxx) 인 경우에는 KRW. 

 

d. Step 4 : Chart 속성 변경.  

 Chart 속성 변경은 일단 기본값으로 차트를 그리고         난 후 활성화 되는 

Chart Option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  

 

 

 

 

 

 

 

 

 

 

 

 

 

 

 

 

 Chart Options  

- Title : 차트의 제목을 입력한다.  

- Axis : 차트의 표시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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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 : Legend(범례)의 표시 여부와 표시 위치를 선택한다. 

- Grid : Chart의 Grid 의 표시 여부를 선택한다. 

 

 Series Option : 하나 이상의 기업과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Series 가 하나의 기업의 정보를 나타내며, 하나의 기업과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각각 아이템을 나타낸다. 

 

- Name : 선택된 Series 에 따라 기업의 이름이나 아이템의 이름이 표시된다.  이 

이름은 차트의 Legend(범례)에 표시되는 값이 되므로 변경하고자 할 시 수정한

다. 

- Series Type : Line Chart와 Bar Chart 중 선택한다. 

- Color : 초기 지정된 8개의 칼라나 임의 칼라를 선택한다. 

- Point : Series Tyep 이 Line Chart 인 경우 값에 포인트 표시 여부를 선택한다. 

- Unit : 차트 출력 단위를 조절한다. 

 

e. 결과 저장  (메인메뉴 KISVALUE  Save as 메뉴, Chart와 Data 탭에 따라) 

 이미지 파일 저장 : 저장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한 후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을 선택한다. 

※ 초기값 = 현재 보이는 크기 

 

 

 

 

 

 

 데이터 저장 : 저장하고자는 위치와 엑셀 파일을 지정한 후 파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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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DF Analysis 

 

 
    V : KOSPI, KOSDAQ의 일별 시가총액 

     D : 해당 기업의 차입금 – 현금/유가증권 

     DV :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 

    DP(Default Point) : DV 값의 하위 5% 

     Alpha : DP 값의 업종별 조정계수 

     T-Scal : 일별 신용 위험 지수 

     EDF : Expected Default Frequency 

 

 a. D/V 계산 

     V(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 우선주시가총액 

     D(순차입금) = 차입금합계 – 현금성자산 

 

 b. DP 계산 

     D/V 값의 하위 5%값으로부터 추출 

KOSPI, KOSDAQ의 특정 종목에 대해 주가를 바탕으로 한 부도예측 모형. 

결과 데이터 출력 
대상기업 선택 

옵션 선택 

결과 차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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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D/V 의 표준편차값 

  c. T-Scal 계산 (DV – Alpha * DP) /S 

      전업종에 대해 T-Scal 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Rank(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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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tep 1 : 대상 기업군 선택. 

 드롭박스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User Portfolio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검색을 통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종목 삭제. 

e. Step 4 : 출력 옵션 선택 

    Begin : 조회 시작 일자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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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utlier Analysis 

 

 

  

a. Step 1 : 대상 기업 선택. 

     코드나 기업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고 직접 검색후 선택. 

 

b. Step2 : 분식회계 종류를 선택한다. 

          차입금 분식 가능성 : 차입금의존도와 평균차입금리를 바탕으로 산정. 

 매출액 분식 가능성 :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채권회전기간을 바탕으로 산정. 

 재고자산 분식 가능성 : 매출액증가율과 재고자산회전기간을 바탕으로 산정. 

     매출원가 분식 가능성 : 매출원가율과 매입채무회전기간을 바탕으로 산정. 

     감가상각비 분식 가능성 : 감가상각율과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을 바탕으로 산정. 

     대손상각비 분식 가능성 :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대손상각율을 바탕으로 산정. 

특정 기업과 선택된 동종업종이나 유사기업을 비교하여 분식회계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 

분석 결과 출력 

대상기업 선택 옵션 선택 

결과 데이터 및 차트 출력 

대상기업 선택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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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ep 3 : Peer-Group을 선택한다. 

 대상 기업과 비교가 되는 동종 업종 기업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업 리스트를 선

택한다. (자동 선택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d. Step 4 : 옵션 선텍  

 기준 년도와 보고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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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ser Index 

 

 

 

a. Step 1 :  

  

  

  

  

  

 

b. Step 2 :  

    주가수익률 : 해당 종목의 전일 대비 수익률 정보 

    시가총액 : 해당 종목의 해당일자 시가총액 정보 

 

c. Step 3 : 조회 기간 선택 

    Begin : 조회 시작 일자 선택.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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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Menu – Value Monitor 

 

 

A.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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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Reports 

 

 

 

a.       : 보고서 검색 결과창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 

b.       : 보고서 검색 결과창의 이후 페이지로 이동 

c.       : 초기 기본 페이지로 이동(검색 실행 이전) 

d.         : 검색 방법 선택, 검색 기간 선택, 기업별 보고서분류 선택, 보고서 

발표기관 선택창의 선택 내역에 따라 보고서 검색 실행. 

e. 검색 방법 선택  

 Keyword : 입력 문구가 포함된 보고서를 검색. 

국내증권사를 비롯하여 삼성, 하나, 현대, 산은등의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

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와 경제 동향 보고서를 검색하

고 조회할 수 있음. 

검색 방법 선택 

보고서 검색 결과 
기업별 보고서

분류 선택. 

검색 기간 선택 

보고서발표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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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er :              버튼을 통해 Lookup창 실행 후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 선택. 

 Analyst : 해당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색. 

     f. Query Term : 보고서 발표일을 기준으로 검색 시작일자와 마지막일자를 선택. 

     g. Category : KISC 분류 체계 중 검색하고자 하는 분류를 선택. 

 

 

 

h. Source :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소, 증권사를 선택. 

i. 기업보고서 : 기업분석보고서, 신규상장, IR, 기타보고서와 금감원보고서, 뉴스, 공시

로 구성 

j. 산업보고서 :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의료, 금융,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등의  10개 KICS Sector로 구성. 

k. 경제보고서 : 국내경제, 해외경제, 외환시장 등의 3분류로 구성. 

l. 주식시장보고서 : 주식시황, 해외증시, 기술적분석, 전략 및 자산배분, 수급 및 증시자

금 등으로 구성, 

m. 채권시장보고서 : 채권시황, 전략 및 이슈 등으로 구성. 

n. 선물옵션시장보고서 : 주가지수, 금리, 통화 등의 구성. 

o. 정기간행물 : Earning Guide,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가리포트 등으로 구성. 

p. 영문보고서 : 국내외 증권사 발표 영문 보고서. 

 

 

1. KISC : KIS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로 GICS 의 분류체계를 따라 

10 Sector, 23 Industry Group, 29 Industry, 122 Sub Industry 로 

구성됨. 

2. GICS : S&P 와 MSC가 공동으로 세계의 여러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1999년 개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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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Menu – Templates 

 

 

A. Template Wizard 

B. Company Financial Reports 

C. Company Price Reports 

D. Company Valuation Reports 

E. Company Profile Reports 

F. Estimates Reports 

F. DART Reports 

G. Peer-Group Analysis 

H. Massive Download 

I. Indestry Analysis Reports 

J. Industry Massive 

K. Group Analysis Reports 

L. Group Analysis Reports 

M. Retrieve 

N. Event Study 

Library Templates (B ~ M) 메뉴는 이전 

버전의 KisValue와의 호환성 유지를 위한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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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late Wizard 

 

 

 

  

 

 

 

a.         : 새로운 템플릿을 연다.  

b.         : 기존 저장된 템플릿 파일을 불려온다. 

c.         : 현 작업중인 템플릿을 저장한다. 

d.         : 현재 생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파일로 생성한다. 

e. 함수 선택 

 함수 선택 영역에서 필요 함수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버튼을 누른 상태로(Drag) 

보고서 표시 영역의 원하는 위치로 이동후 마우스를 복귀시켜(Drop) 해당 위치

에 함수를 표시. 

 

 

 

 

 

 

 

KisValue III 에서 지원하는 함수를 Drag & Drop 방식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C:\Program Files\KisValue III\Save\Sample_Wizard.xls 참조 

보고서 표시 

함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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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pany Financial Reports 

  

  

 

 

a. Step 1 : 대상 기업을 선택한다.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보고서를 선택한다. 

 User Set : 사용자가 기 생성한 User-Set의 항목만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

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중 선택하여 조회. 

       * 재무제표 전체 계정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항목을 선택 

 재무분석 : 재무비율와 제조업일 경우의 현금흐름분석, 현금수지분석, 손익분기

개별 기업이나 다수의 선택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재무분석, 연결재무제

표, 추정기업가치(제조업), 결합재무제표(30대 그룹)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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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종합원가분석, 요약재무분석을 선택하여 조회.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

결현금흐름표, 연결재무비율 중 선택하여 조회. 

 추정기업가치 : 제조업일 경우 기업가치와 EVA분석 보고서 조회 

 결합재무제표 : 30개 그룹의 주요기업일 경우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조회. 

 

  c. Step 3 : 조회 옵션을 선택한다. 

         Report   

- Annual : 결산데이터 

- Semi Annual : 반기 

- 1 Quarter : 1분기 

- 3 Quarter : 3분기 누적 

- 2 Quarter(2 Mon) : 순 2분기 (2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3 Quarter(3 Mon) : 순 3분기 (3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4 Quarter(3 Mon) : 순 4분기 (3분기에 속하는 3개월의 자료) 

- All : 1분기 + 반기 + 3분기 + 결산 

- All(3 Mon) : 1Quarter + 2Quarter(3Mon) + 3Quarter(3Mon) + 4Quarter(3Mon) 

        Data Set : 체크시 구회계기준 조회, 비체크시 신회계기준 조회 

 

 

 

 

 

 

 

  d. Step 4 : 출력 옵션을 선택한다. 

   Unit : 출력될 결과의 단위 설정, 종업원수나 비율 등의 값은 변화 없음. 

       Form  

 Condensed Form : 주요계정 출력,  

 Standard Form :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계정 출력 

 Full Form : 전체 재무 계정 출력 

       Excel : Step 1에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활성화 됨. 

        - Each sheet : 대상 기업들에 대해 한 쉬트에 한 기업의 보고서를 출력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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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e sheet : 대상 기업들에 대해 한 쉬트에 모든 기업의 보고서를 출력 

                      (대상 기업간 동일 계정을 출력하기 위해 전체 계정을 출력함) 

 

C. Company – Price Reports 

 

 

 
 

 

 

 

   a. 대상기업 선택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록, 상장폐지 업체 중 선택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Lookup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통

해 직접 선택 

 

   b. Step 1 : 항목 리스트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함. 

(III. Data Library   --  B. Price Reports 도움말 참조) 

  c. Step 2 : 조회 옵션을 선택한다. 

 선택 항목에 대한 조회 기간을 선택한다. 

   d. Step 3 : 출력 옵션을 선택한다. 

개별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주가거래 정보를 포함한 여러 지표값과 이동평

균값,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절대수익률 정보 제공. 

KisValue서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수의 업종에 대한 시계열자료 출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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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조회 간격 선택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 Weekly나 Monthly를 선택했을 경우 주간이나 월간수익률이 조회되는 것이 아

니라 일간 수익률이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일간수익률이 월간 단위로 출력되는 

것임. 

   Weekly를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요일을 선택. 

 Monthly를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월초, 월중, 월말 3가지 중 선택 

 

D. Valuation Reports 

 

 

 

a. Step 1 : 조회 대상 기업을 선택한다.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조회 옵션을 선택한다. 

선택된 개별 기업이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대해 주식거래 정보와 재무 정보

를 바탕으로 산출한 다양한 지표값(Valuation Items)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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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Report   

 - Annual : 결산 기준 

- Semi Annual : 반기 기준 

     - 1 Quarter : 1분기 기준 

     - 3 Quarter : 3분기 기준 

- 2 Quarter (3 Mon) : 순 2분기 기준 

- 3 Quarter (3 Mon) : 순 3분기 기준 

     - 4 Quarter (3 Mon) : 순 4분기 기준 

 Query Term : 조회 기간을 시작 년도와 마지막 년도로 구분하여 선택 

( Valuation Items 은 참조) 

E. Company Reports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을 선택한다. 

 Step 1 : 보고서를 선택한다. 

   - Snapshot : 유가증권, 코스닥 소속 기업의 개요, 재무, 주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

개별 기업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서, 자본금 변동 내역, 신용평가 등급정보, 

배당정보, 공정공시 정보 등 재무, 주식정보 이외의 보고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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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 

   - Capital Changes – History : 유가증권, 코스닥 소속 기업의 자본금 변동 내역 히

스토리 정보를 제공. 

   - Capital Changes – Summary : 유가증권, 코스닥 소속 기업의 자본금 변동 내역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 정보를 제공. 

   - Credit Rating Report : 해당 기업의 채권, CP, ABS 등의 평가 정보와 해외신용평

가사의 평가정보를 제공. 

   - Dividend Yield Report : 해당 기업의 대주주, 소액주주별, 현금배당, 주식배당 내

역을 제공 

   - IR Reports : 해당 기업이 발표한 IR 자료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Disclosure : 해당 기업이 금감원에 공시한 공정공시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제공. 

 - Today News : 해당 기업은 당일자 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Step 2 : 선택한 보고서에 해당하는 조회,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색된 결과가 표시된다. 

 

a. Snapshot 

 한글, 영문 리포트 중 선택 

 

 b. Capital Changes – History 

  Right Issue : 유상증자 

  Bonus Issue : 무상증자 

  Conversion : 주식전환 

  Others : 신규상장, 합병/인수 3자배정/DR, 주식배당, 감자, 이익소각 등 

 

  c. Capital Changes – Summary 

 Begin : 조회 시작 년도 

 End : 조회 마지막 년도  

 

   d. Credit Rating Report 

      Query Item 

        - Bond Rating : 채권평가 히스토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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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 Rating : CP 평가 히스토리 정보 

          - ABS Rating : ABS 평가 히스토리 정보 

          - Global Rating : 해외신용평가 정보 

       Query Term : 자료 조회 기간 지정 

 채권명에 관한 사항은 (III. 참조) 

 평가구분 

        - 본평가 : 회사채작업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발행할 회사채에 대해 평가등급을 

매기는 공식적인 평가 

        - 정기평가 : 회사채 발행 후 매년 결산시 마다(만기일 전까지) 이미 등급 공시

된 본평가 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리는 평가 등급 

        - 수시평가 : 회사채 발행 후 기업의 신용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기공시된 등급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변

경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 

          Expired date(유효기간) : 기업어음 및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어음 등급의 유효기간은 결산재

무제표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이며, 회사채 등급 유효기간은 신용등

급이 첨부된 당해 채권의 만기시까지임. 

          Outlook(등급전망) : 평가시점에서 개별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중장기(6~18개월) 전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2년 9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등급체계(Rating category, Notch)

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3가지 방향성이 향후 신용등급의 실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등급전망(Rating Outlook) 방향성과 다르게 신용등급 

변동이 가능.  또 등급전망은 회사채 등 장기채권(기업어음, ABS, 부도, 

워크아웃, 구촉법 대상 채권은 제외)에만 적용되며, Watch List에 등록된 

경우에는 Rating Outlook이 부여되지 않음. 

 

             - 긍정적(Posi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거시경제 변수 산업 내 경쟁구도, 개

별기업의 상황 등)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안정적(Stabl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부정적(Nega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

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

측되는 경우 

         Watch List(신용상태 감시업체) :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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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부여 받은 기업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평가 3사

가 등급변경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신용상태 감시업체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의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향검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하향검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미확정 :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e. Dividend Yield Report 

 Begin : 조회 시작 년도 

 End : 조회 마지막 년도  

 

   f. IR Reports 

      해당 년도, 결산구분, 본문언어(국문, 영문), 파일 형태 등을 검색 

      해당 보고서를 더블 클릭하여 보고서 오픈 

 

   g. Disclosure 

 Begin : 조회 시작 일자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공시 제목, 공시 등록 소스원, 등록일자 정보를 검색 

     조회하고자 하는 공시를 더블클릭하여 공시정보 조회. 

 

  h. Today News 

        해당일의 뉴스가 존재하는 경우 리스트 조회 

    해당 뉴스를 더블클릭하여 뉴스 본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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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stimates Reports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을 선택한다. 

 Step 1 : 보고서를 선택한다. 

   - Estimates Quick Look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에 대한 요약 추정 보

고서 제공. 

 - Estimates History :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투자의견, 목

표주가의 추정치 자료를 일별 히스토리정보를 조회. 

 - Estimate by broker : 해당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증권사별로 추정치 정보

를 요약 제공. 

 -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 해당기업에 대해 추정치 자료의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증권사별로 조회. 

 - Estimates Trend : 해당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값이 아닌 변화값을 상향과 하향으

로 나누어 개수로 제공.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종

목의 추정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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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imates Quick Look 

 Step 2 : 조회 항목 선택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추정치 중 선택 

 

b. Estimates History 

 Step 2  

  - Report : Annual, Semi annual , 1 Quarter, 3 Quarter 중 선택 

  - Begin : 조회 시작 일자 

  -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 Output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 Output Period로 주간이나 월간을 선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요일이나 월초, 

월중, 월말 중 선택 

 

c. Estimate by broker 

 Report Option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중 선택 

 Estimate Year : 추후 3년 중 선택. 

 

d.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Broker : 증권사 선택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중 선택 

 Begin : 조회 시작일자 선택 

 End : 조회 종료일자 선택. 

 Query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e. Estimates Trend 

 Report : Annual, 1 Quarter, 2 Quarter, 3 Quarter, 4 Quarter 중 선택 

 Begin : 조회 시작일자 선택 

 End : 조회 종료일자 선택. 

 Output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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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ART Reports 

 

 

 

a. 조회 대상 기업 선택 

b. Step 1 : 조회하고자 하는 보고서 종류를 선택.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기타보고서 중 선택 

c. Step 2 : 조회 옵션 선택. 

 Fiscal Month : 검색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결산 시작년월, 종료년월 

 Notified Term : 검색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공시 시작일자, 종료일자 

 

 

개별 기업에서 금감원 DART 시스템에 공시한 각종 보고서를 검색하고, 해

당 보고서의 링크를 통해 바로 검색이 가능하며, 감사보고서의 경우 원문의 

내용을 엑셀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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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eer Group Analysis 

 

 

 

a. Step 1 : 조회 대상 기업을 선택한다.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b. Step 2 : 조회 대상 계정을 선택한다.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Set 목록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계정 삭제. 

사용자가 선택한 기업리스트(Peer Group)에 대해 특정 계정 항목의 값을 다

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제공 



 
KISVALUE 

 - 99 -

  c. Step 3 : 조회 옵션을 선택한다. 

     Report : Annual, Semi annual, 3 Quarter, 1 Quarter(3Mon), 2 Quarter(3Mon), 3 

Quarter(3Mon), 4 Quarter(3Mon) 중 선택 

     Begin : 계정 조회 시작년도 선택.        

 End : 계정 조회 마지막년도 선택. 

d. Step 4 : 출력 옵션을 선택한다. 

     Identifier – Year, Item 

 

     Identifier – Item, Year 

 

     Identifier, Year – Item 

 

     Identifier, Item – Year 

 

     Item – Year, Identifier 

 

     Item – Identifi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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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ssive Download 

 

 

 

 

 
 

재무제표 유형별, KOSPI, KOSDQ 지수별, 섹터별, 표준산업별 등의 다양한 

기업리스트에 대해 선택된 개요, 재무, 주가, Estimates 정보를 바탕으로 대

량의 원장 보고서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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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p 1 :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군을 선택. 

    KIS : 각 기업별 발표 재무제표를 그룹핑하여 비금융업,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

해보험, 신용금고, 종합금융, 투자신탁, 리스, 신용카드, 창업투자, 할부금융, 

기타금융으로 구분하여 선택 

      - Include Range :  KOSPI (KOSPI 상장기업), KOSDAQ (KOSDAQ 등록기업), 

Statutory Audited (외감법인 이상, KOSPI, KOSDAQ 포함) 

    - Preferred Stock : 외감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됨. 

                     Exclude (우선주 제외), Row Include (별도의 행에 출력), 

Column Include (옆 칼럼에 우선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출력) 

 

    KRX : 증권선물거래소의 KOSPI, KOSDAQ 등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KRX : KRX 100, KRX Autos, KRX Semicon 등 KOSPI와 KOSDAQ 업종을 포함하여 

생성한 지수 항목 선택 

      - KOSPI : KOSPI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KOSDAQ : KOSDAQ 시장의 업종 분류 중 선택. 

 

- Preferred Stock : 외감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됨. 

                Exclude (우선주 제외), Row Include (별도의 행에 출력), Column 

Include (옆 칼럼에 우선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출력)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구 경제기획원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분류원칙과 체계를 기초로하여 제정한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 트리 구조 중 선택. 

1. Massive Download 메뉴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는 리얼타임으로 변경된 정

보가 반영되므로 과거의 다른 시점의 리스트와 다를 수 있음. 

2. Massive Download 에서 업종(제조, 은행, 증권 등)에 속하는 기업들이 

혼합되어 있는 리스트를 선택한 경우 재무제표 항목은 한가지로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시 고려되어야 함. 

3. 엑셀 쉬트의 칼럼 제한(256개)과 KisValue서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

계열 자료를 열로 출력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엑셀의 행열바꾸기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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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Range :  KOSPI (KOSPI 상장기업), KOSDAQ (KOSDAQ 등록기업), 

Statutory Audited (외감법인 이상, KOSPI, KOSDAQ 포함) 

-         버튼 : 표준산업분류명으로 산업분류명 검색. 

-         버튼 : 전체 트리 구조를 펼침. 

-         버튼 : 펼쳐진 트리 구조를 접음. 

 

   Portfolio : 기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어 있는 User Portfolio 중 선택하여 

User Portfolio에 속하는 기업 리스트를 선택. 

 

   Group : 60여개의 대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전체를 선택. 

- I : 출자총액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I : 상호출자 제한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II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O”로 표시 

- Include Range : 계열사 중 포함코자 하는 업종 선택 

(Manufacturing:제조업종, Financial:금융업종) 

- Basis Year : 그룹 계열사의 기준년도 선택. 

 

 Special : Industry, Group 별로 구분되지 않는 특이 리스트를 선택. 

     - 외투법인 :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6조,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또는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 검색. 

         * 추가적으로 투자금액, 투자비중, 투자국가, 투자자의 정보 제공. 

(Step 2 의 Overview Tab 의 Foreign invested information 항목) 

- 워크아웃 : 워크아웃 기업리스트를 제공. 

* 추가적으로 정리절차현황과 화의개시 현황의 일자 정보 제공 

(Step 2 의 Overview Tab 의 Workout information 항목) 

     - 100대 기업 : 한신평정보와 한국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시가총액, 매출액, 순이익 

등의 항목을 기본으로 매년 선정하는 Korea Super Companies 리스트 제공 

   - 년도별 KOSPI 상장 : 옵션 지정 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KOSPI 시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종목 리스트 제공. 

- 년도별 KOSDAQ 등록 : 옵션 지정 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KOSDAQ 시

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종목 리스트 제공. 

- 상장폐지 : 한신평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 폐지 종목에 대한 리스트 제공. 

- 엑셀에서 선택된 셀 목록 : 현재 실행되고 있고, 쉬트상에 블록으로 선택된 리

스트 중에서 KIS나 Stock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리스트를 읽어

드린 후 해당 리스트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 

- 현재 쉬트에 추가 :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엑셀 쉬트가 Massive download 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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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운로드한 자료인 경우(쉬트의 헤드부분을 편집하면 인식 못함) 

해당 쉬트에 선택된 Step 1의 과정을 인식하여 추가 작업이 가능하도

록 처리. 

 

 

b. Step 2 : 선택된 대상 기업군에 대해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 

    Overview : 개요정보, 현황정보, 신용정보 제공 

       - Step 1 에서 외투법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Foreign invested info. 추가제공 

- Step 1 에서 워크아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Workout information 추가제공 

 

J. Industry Analysis Reports 

 

 

 

 a. Step 1 : 조회하고자 하는 지수 항목이나 섹터명, 산업명을 선택. 

KRX 지수나 KOSPI, KOSDAQ 업종별 기업리스트와 합산재무제표정보, 리스

트 중의 재무순위, 합산주가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산업분류(KSIC) 별 기업리

스트와 합산재무제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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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지수 항목 : KRX 서브 항목 중 선택 

   KOSPI 섹터 선택 : KOSPI 서브 섹터 중 선택 

 KOSDAQ 섹터 선택 : KOSDAQ 서브 섹터 중 선택 

 KSIC 산업 선택 : 표준산업분류 5단계 체계 중 특정 산업 중 선택 

 

 b. Step 2 : 조회하고자 하는 보고서 선택. 

      Company List : 해당 년도는 현재 기준 기업 리스트가 조회되며, 과거 년도를 선

택했을 경우 당시 합산 재무제표를 산출한 기업 리스트가 조회됨 

  (* 과거 산업 합산데이터와 해당 기업리스트를 일치시키기 위해) 

        Financial Statement (1997년 이후 데이터 제공) : 선택한 섹터나 산업의 합산 재무

제표 제공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 Combined Range : 합산 범위 선택 

            1. Exclude Admin : 관리종목의 합산 제외 여부 결정  

            2. KOSPI, KOSDQ, Statutory Audited : KOSPI, KOSDQ,, 외감이상전체 중 선택 

          - Term : 데이터 조회 시작 년도,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중 선택. 

          - Old F/S Set : 구회계기준 재무제표 선택 여부 결정. 

 

 

 

 

 

 

 

         Financial Ranking : 선택한 지수나 섹터, 산업에 해당하는 랭킹 항목을 선택하여 

리스트와 랭킹 조회. 

- Combined Range : 합산 범위 선택 

            1. Exclude Admin : 관리종목의 합산 제외 여부 결정  

            2. KOSPI, KOSDQ, Statutory Audited : KOSPI, KOSDQ,, 외감이상전체 중 선택 

          - Term : 데이터 조회 시작 년도, 마지막 년도 선택. 

          - Report : Annual, Semi Annual, 1 Quarter, 3 Quarter, 2 Quarter(3 Mon),  

3 Quarter(3 Mon), 4 Quarter(3 Mon) 중 선택. 

         Prices Report : 주가 합산 보고서를 조회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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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 Data : 지수(Index), 단순평균주가(Simple Average), 가중평균주가 

(Weighted Average), 거래량(Volume), 거래대금(Turn Over), 시가총액

(Market Cap.), 상장주식수(Listed shares) 제공 

         - Valuation Ratios : PER, PSR, PBR, PCR, P/EBITDAPS, Dividend Yield 값을 Median 

방식과 시가총액 가중방식 2가지로 제공. 

       - Performance & Risk : 지수(Index), 변동량(Change), 전일대비수익률(Return), Beta, 

Volatility 정보 제공. 

       - EWI Performance : KRX, KOPSI – 종합, KOSDAQ – 종합에 대해 EWI 수익률 제공  

 

 c. Step 3 : 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옵션 선택. 

 

K. Industry Massive Download 

 

 

 

 

KOSPI, KOSDAQ 전업종별 또는 KSIC(표준산업분류) 전산업별로 특정 데이

터를 조회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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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ep 1 : KOSPI, KOSDAQ 중 선택하거나 KSIC 분류 그룹을 선택. 

      KOSPI : 유가 증권시장 섹터 분류 리스트를 선택 

      KOSDAQ : 코스닥시장 섹터 분류 리스틀 선택. 

      KSIC – Broad Grouping : 20개 대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Middle Grouping : 63개 중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Narrow Grouping : 187 개 소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Detailed Grouping : 375 개 세분류 리스트 선택. 

 KSIC – Very Detailed Grouping : 988 개 세세분류 리스트 선택. 

      Range : 관리 종목 포함 여부나 KOSPI, KOSDAQ, 외감법인 중 선택. 

 

  b. Step 2 : 산업 합산 재무계정이나 주식합산 계정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재무 계정을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재무 계정을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계정 삭제. 

    주식 합산 계정 중 선택 (KOSPI, KOSDAQ 섹터를 선택했을 경우) 

       (주식 합산 계정에 대한 설명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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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roup Analysis Reports 

 

 

 

 

 

 a. Step 1 :  조회하고자 하는 그룹 선택. 

      상호출자제한계열, 출자총액제한계열, 주채무계열에 과한 정보는  

(II. KisValue Library Lookup - A. Lookup – Identifier)의 도움말 참조 

 

b. Step 2 : 보고서 선택 

 Company List : 현재 기준 계열사 정보나 과거 재무 합산 대상이 되었던 계열사 

리스트 제공 

 Equity Structure of Affiliates : 계열사간 지분율 내역표을 제공. 

 Financial Statements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

표, 재무비율 보고서 제공. 

 Prices Reports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계열이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60여 

그룹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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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otes Report : 시가총액, 상장주식수, 외국인보유주식수, 거래량, 거래대금의 

계열사간 합산 정보 제공. 

   - Valuation Report :  PER, PSR, PBR, PCR, P/EBITDAPS, 배당률에 대한 계열사간 

합산 정보 제공. 

 

c. Step 3 : 옵션 선택 

      Basis Year : 조회 기준 년도 설정 

      Query Term : 조회 시작시점, 마지막시점 설정 

      Old F/S Set : 구회계기준 데이터셋 사용요부 결정. 

 

 

 

 

 

 

 

      Output Period : Daily, Weekly, Monthly 중 선택. 

 

 

 

 

 

 

 

 

 

Old Data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를 반영하지 않은 2007년 이전 양식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위해 금감위에 의

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재무제표의작성및표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기준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분류 이상의 계정신설, 

기존계정의 이동 및 자본변동표의 재무제표 신설 등으로 기존 재무제표의 

종류와 틀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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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Group Massive Download 

 

 

 

 

   a. Step 1 : 출자총액 제한계열, 상호출자 제한계열, 주채무계열 중 선택.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계열이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60여 

그룹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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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KisValue Library Lookup -> A. Lookup – Identifier 의 도움말 참조 

      Preview : 선택한 그룹 유형에 따라 소속 그룹 목록이 미리 보여짐. 

  b. Step 2 : 계열사 합산 재무계정이나 주가 합산 계정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재무 계정을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재무 계정을 직접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계정 삭제. 

    주식 합산 계정 중 선택  

 

N. Retrieve 

 

 

 

  a. Step 1 : 대상 기업군을 선택 

 해당기업의 코드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여 해당 하는 업체 리스트

를 선택. 

 드롭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User Portfolio 목록 중 선택. 

     버튼을 이용해 선택된 엑셀 블록에서 읽어 들임. 

     버튼을 클릭하여 Lookup 창을 열어 직접 검색 후 선택. 

     버튼을 통해 선택 기업 삭제. 

 

KOSPI, KOSDAQ 업종들에 대해 장기간의 주가수익률이나 시가총액 히스토

리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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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ep 2 : 항목 선택 

    주가수익률 : 해당 종목의 전일 대비 수익률 정보 

    시가총액 : 해당 종목의 해당일자 시가총액 정보 

 

c. Step 3 : 조회 기간 선택 

    Begin : 조회 시작 일자 선택. 

    End : 조회 마지막 일자 선택. 

 

O. Event Study 

 

 

 

a. Step 1 : 주가수익률과 함께 출력될 벤치마크 수익률 선택  

KOSPI, KOSDAQ 업종들에 대해 1985년 이후의 주가수익률와 거래량 정보

를 KOSPI, KOSDAQ 수익률과 선택 벤치마크 수익률과 함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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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수익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발표 KOSPI 지수에 대한 수익률. 

 KOSDAQ 수익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발표 KOSDAQ 지수에 대한 수익률. 

 KOSPI+KOSDAQ – EWI 수익률 : KOSPI와 KOSDAQ 전종목에 대해 동일가중지수

방식으로 산출한 수익률. 

   KOSPI – EWI 수익률 : KOSPI 전종목에 대해 동일가중지수방식으로 산출한 수익

률. 

 KOSDAQ – EWI 수익률 : KOSDAQ 전종목에 대해 동일가중지수방식으로 산출한 

수익률. 

 

 

b. Step 2 : 수익률 조회 기간 선택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기준일과 그 기준일로

부터 이전 영업일수, 이후 영업일수를 지정.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일단 동일 시점으로 

선택한 후 Step 3 에서 개별 편집하거나, 엑셀에 세부 형태를 정해진 형태로 입

력하고 블록(주식코드, 이전영업일수, 기준일, 이후영업일수) 설정 후 읽어 선택. 

 

    

    C. Output 

 첫번째 라인 : 헤더 출력  

- Code : 주식코드 

- Date : 기준일자 

- Return : 개별 종목의 전일대비 수익률 

- Market_Return : 해당 종목의 소속에 따라 KOSPI 수익률이나 KOSDAQ 수익률 

- Benchmark : Step 1 에서 선택한 수익률 

- Volume :기준일의 해당 종목 거래량 

         2번째 라인(종목별 상위 첫라인) 

           - 6자리 주식코드, 회사명, 선택한 기준일(사건일), 검색된 수익률 자료의 개수 

EWI 수익률 = Average(해당 종목의 수익률) 

EWI 지수 = 전일 EWI * 전일 EWI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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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라인 이후 : 해당 종목의 수익률, 거래 데이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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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Menu – Identifier  & Tools 

A. User Portfolio 

B. User Set 

C. Notice 

D. Format Converter 

E.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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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er Portfolio 

 

 

    

   a. User Portfolio List 영역 : 현재 존재하는 User Portfolio 목록이 표시. 

   b. 선택영역 : 새로운 User Portfolio를 위해 선택된 기업 리스트가 표시. 

   c. 툴 영역 : User Portfolio를 관리하기 위한 툴 버튼이 모여있는 영역.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삭제. 

                버튼 : 선택영역에 선택되어 있는 전 기업을 삭제.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상위로 이동.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하위로 이동.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를 저장. 클릭한 후 User Portfolio 이름을 

입력하여 저장.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심 종목들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주 조회하는 종목으로 검색 과정을 생략하고 싶거나 Peer-Group 

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 

User Portfolio List 영역 

선택영역 

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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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ser Set 

 

 

 

a. User Set List 영역 : 현재 존재하는 User Set 목록이 표시. 

   b. 선택영역 : 새로운 User Set을 위해 선택된 계정 리스트가 표시. 

   c. 툴 영역 : User Set을 관리하기 위한 툴 버튼이 모여있는 영역.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삭제. 

                버튼 : 선택영역에 선택되어 있는 전 기업을 삭제.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상위로 이동.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 중 선택된 기업을 하위로 이동. 

               버튼 : 선택영역의 리스트를 저장. 클릭한 후 User Set이름을 입력하

여 저장.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심 종목들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주 조회하는 종목으로 검색 과정을 생략하고 싶거나 Peer-Group 

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 

User Set List 영역

선택영역 

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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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otice 

   KisValue 공지 사항  

 

D. Format Converter 

 

 

 

 

 

 

   a. Number Format : “,” 등이 삽입되어 문자로만 인식되는 엑셀 셀들을 “,”등을 삭제

한 후 일반 숫자로 변화 

    b. Text Format : 일반 숫자로 인식되어 VLOOKUP 등의 함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시 문자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를 선택하여 일정한 자리수로 맞출 수 있음. 

   c. Date Format : 8자리 숫자형의 자료로부터 yyyy-mm-dd, yyyyy/mm/dd. 

mm/dd/yyyy 등 다양한 날짜 표현 형식으로 변환. 

 

 

엑셀에 출력된 결과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블록 설정된 영역의 셀 형식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 KIS코드나 Stock 코드를 숫자로 형

식으로 변경하거나 문자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8자리 숫자

(YYYYMMDD)로 표현된 날짜 정보를 YYYY-MM-DD나 MM/DD/YYYY 형태 

등으로 의 날짜형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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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ptions 

 

a. App. Update : KisValue Application은 로그인시 자동으로 변경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Auto Update 가 실행되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b. Language : 기본 매뉴와 결과의 언어를 선택.  한글, 영문 중 선택. 

c. Auto Login : 자동로그인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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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Excel XLL 활용 

 

  

 

 

A. KISVALUE XLL 함수란 ? 

   a. 추가기능이란  

b. KISVALUE XLL 기능이란 ?  

c. KISVALUE XLL 함수란 

B. KISVALUE XLL Toolbar 

   a. Active sheet – Update     

b. Update    

c. Lookup – Function   

d. Lookup – Indentifier   

C. XLL 함수의 호출 방법 

a. 엑셀의 함수마법사를 통해 입력 

b. KISVALUE XLL의 Function Lookup 창을 통해 입력 

D. KISVALUE XLL 함수의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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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ISVALUE XLL 함수란 ? 

a. 추가기능이란  

 Microsoft Office에 사용자 지정 명령 또는 사용자 지정 기능을 추가하는 보조 프로

그램으로 복잡한 통계 또는 공학 분석 방법을 개발할 때 개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Excel 에는 Excel 추가기능, 사용자 지정 COM(Component Object Model) 추가 기

능, 자동화 추가 기능 등 세가지 유형의 추가 기능 프로그램이 있다. 

 

b. KISVALUE XLL 기능이란 ?  

 엑셀상에서의 KISVALUE 사용을 더욱 편하고,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KISVALUE 

COM 추가 기능을 말한다. 

 

c. KISVALUE XLL 함수란 ? 

 KISVALUE COM 추가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함수 전체를 가리킨다. 

KISVALUE III 에서 지원하는 함수로 다음처럼 접두어를 통해 함수를 나눌 수 있다. 

1. kv_oooooo 형태 : 기업의 개요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로써 회사명을 조회하는 

kv_name, 대표자를 조회하는 kv_president 함수, 본사주소를 

조회하는 kv_addr1 등의 개요 정보 함수와 주요 제품명을 

조회하는 kv_prodeuct 함수, 채권유효등급을 조회하는 

kv_bondrating 함수 등의 현황 정보 조회 함수로 구성된다. 

2. kf_oooooo 형태 : 기업의 재무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로써 각 업종별 각종 재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와 전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kf_employees, kf_cashneq 등)로 구성된

다. 

2. kp_oooooo 형태 : 기업의 주가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로써 데일리 주가 정보를 

조회하는 Quotes 함수와 분기별 재무정보와 결합되어 산출

된 Stock Valuation 항목을 조회하는 함수로 구성된다. 

 

 

KISVALUE XLL 함수의 자세한 정보는 KISVALUE XLL Reference gui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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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ISVALUE XLL Toolbar 

a. Active sheet – Update 

    현재 쉬트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전체를 업데이트 수행한다. 

 

b. Update 

    Update – current sheet : 현재 쉬트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전체를 업데이트한다. 

    Update – Selected range : 블록 설정되어 있는 선택영역 내의 함수에 대해서만 업

데이트 한다. 

    Update – current workbook :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Workbook 전체의 함수에 대

해 업데이트한다. 

 

c. Lookup – Function : KISVALUE XLL 함수를 검색, 선택할 수 있는 Lookup 창을 연다. 

   

 

    필요한 함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함수에 필요한 옵션을 묻는 창이 나타난다. 

    한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여 산식을 만들고자 할 때는 Current Formula 영역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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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ookup – Indentifier : 분석 대상 기업이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Identifier Lookup 

창을 연다 

 

 

자세한 사항은 VIII. Menu – Identifier  & Tools의 A. User Portfolio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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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LL 함수 호출 방법 

a. 엑셀의 함수마법사를 통해 입력 (타 엑셀 함수와 동일하게 사용) 

  

1. 함수 마법사를 연다. (엑셀의 삽입(I)  함수(F) 메뉴 이용) 

2. 범주 선택(C) 에서 KISVALUE.XLL을 선택한다. (① 부분) 

3. 함수 선택(N) 에서 함수를 선택한다. (② 부분) 

 

b. KISVALUE XLL의 Function Lookup 창을 통해 입력 

 

 

 

 

 

 

 

 

 

 

 

 

 

 

 

 

① 

②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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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nction Lookup 창을 연다. 

2. 필요 함수의 범주를 선택한다. (① 부분) 

3. 필요한 함수를 선택한다. (② 부분) 

4. 키워드(함수명이나 함수설명) 검색을 통해 함수 목록을 조회한다. (③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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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ISVALUE XLL 함수의 활용 예 

 

 

  1. A4 셀에 kv_codestr 함수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종목 선택 

 

  2. A3 셀에 A4 셀을 참조하여 kv_name 함수를 통해 회사명 출력 

 

3. B6 셀에 kv_addr1 함수를 이용하여 본사주소 출력 

 
4. B7 셀에 kv_homepage 함수를 이용해 홈페이지 URL 출력 

 
5. B8 셀에 kv_Sector 함수를 이용해 KRX 분류 업종명을 출력 

 

 

C:\Program Files\KisValue III\Save\Sample_XLL.xls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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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9 셀에 kv_industry4 함수를 이용해 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산업명을 출력 

 

7. F7 셀에 kp_close 함수를 이용해 최종거래일(Latest) 종가 출력 

 

8. G7 셀에 kp_adjprice 함수을 이용해 최종거래일 수정주가 출력 

 

9. H7 셀에 최종거래일 종가(F7 셀) / 일년전(-1Y) 종가 – 1로 전년대비 수익률 출력 

 
10. I8 셀에 kp_marketcap 함수를 이용해 시가총액을 호출하고 10,000,000으로 나누어 천

만원 단위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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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10 셀에 kp_per 함수를 이용해 최종거래일의 PER 값 출력 

 
12. G10 셀에 kp_pbr 함수를 이용해 최종거래일의 PBR 값 출력 

 
13. H10 셀에 kp_pcr 함수를 이용해 최종거래일의 PCR 값 출력 

 
14. I10 셀에 kp_peditdaps 함수를 이용해 최종거래일의 P/EBITDAPS 값 출력 

 
15. D13 셀에 kf_3q 함수를 이용하여 D12셀(2007) 년도의 3분기 121000 계정값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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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13 셀에 kf_annual 함수를 이용해 E12셀(2006년도)의 121000 계정값을 출력 

 
17.동일한 방법으로 2005, 2004. 2003, 2002년도의 데이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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