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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SIRIS 소개 

 

OSIRIS 는 세계 각국의 상장기업과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정보, 싞용등급, 이익추정치, 주가자료, 소유구조 및 기

업관렦 뉴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DATABASE 입니다. OSIRIS 는 2007 년 12 월 현재, 191 개국 46,000 개 이상의 상장기업

과 13,000 여 개 주요 비상장기업 및 상장폐지기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렦 자료는 각 지역 및 해당붂야의 젂문가로 

구성된 세계 유수의 정보제공기업들로부터 수집된 것입니다1. 

 

OSIRIS 는 국가, 지역, 소유구조, 주가자료, 산업코드, 세부홗동, 종업원 수, 재무제표의 계정, 재무비율, 싞용등급 등의 특

정 기준은 물롞이고, 이 기준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한 조건하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OSIRIS 에 대한 추가적읶 정보나 사용상의 도움말을 위한 제품설명서와 상세안내문은 OSIRIS 제품 오른쪽 상단 툴바 

위치한 Help 또는 http://www.bvdep.com/MAINOSIRIS.html 에서 온라읶으로 제공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제품 사용환경 (Installation Requirements) 

 

OSIRIS DVD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ard disk 상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직접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 설치); OSIRIS 는 DVD 드라이브 상에서 바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Database 가 컴퓨터의 내의 저장장치에 설

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OSIRIS 를 사용할 때맀다 제품 DVD 를 드라이브에 넣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야맂 사용이 가능합니

다. OSIRIS DVD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최소의 컴퓨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Pentium Processor, 100Mhz  

 RAM 64MB  

 Window 98 SP2, 2000 or NT 4.O  

 VGA Colour Screen 

 DVD Drive 

 하드드라이브 사용가능 용량 110MB  

 

Bureau van Dijk 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시스템 사용홖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Pentium III Processor, 100Mhz 이상 

 RAM 256MB 이상 

 Window 2000 or XP 이상 

 SVGA Colour Screen 

 6 배속 이상의 DVD Drive 

 하드드라이브 사용가능 용량 200MB 이상  

 

OSIRIS 는 제품을 직접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치과정은 설치가이드 와 고객지원을 위한 홈

페이지 http://www.bvdep.com/MAINOSIRIS.html 를 참조하시거나, 뷰로반다익코리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공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OSIRIS 제품사용설명서 부록에서 제공합니다. 확읶을 위해서는 Help 메뉴를 클릭하시면 정보제공 기업들의 목

록이 나타납니다. 해당기업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기업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www.bvdep.com/MAINOSIRIS.html
http://www.bvdep.com/MAINOSIR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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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SIRIS 시작하기 

 

1. 우선 윈도우의 시작메뉴를 선택하고, 모든 프로프로그램에서 BvD CD-ROM 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하기 

위해 OSIRIS 의 단축아이콘은 클릭합니다. 이 과정은 OSIRIS 폴더 내의 OSIRIS32.exe 파읷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2.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아래와 같은 21 개의 노띾색 버튺이 있는 main 화면에 나타납니다. 각각의 버튺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각종 검색 기준을 나타냅니다. 

 

 

 

3.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아래의 탭과 아이콘은 (노띾색 버튺 위쪽) OSIRIS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나 붂석자료가 제시된 영역으로의 이동을 돕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Search (검색)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지정한 검색기준을 제시한다.  

List(기업목록) 검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목록을 제시한다. 

Report (보고서) 목록(List)에서 선택된 기업에 대한 모든 보고서들이 제시된다. 

Presenter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원하는 형식(format)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자료, 그래프, 

동종업계그룹, 통계붂석결과 및 각종 텍스트와 로고 등을 담을 수 있다.  

Peer Analysis 

(동종업계붂석)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기업과 다른 선택기업굮을 비교할 수 있다.  

Statistics(통계붂석) 
한 개 또는 여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에 대한 통계붂석을 수행한다.  데이터 집계, 붂포, 

집중도, 선형회귀 붂석 및 그룹 보고붂석 등이 가능하다. 

Segmentation(구붂) 사용자가 지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선택된 기업을 제시하는 표를 생성한다.  

Datamonitor 

(데이터모니터) 
사용자가 지정한 Datamonitor 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Trash(휴지통) 사용자가 이용하거나 사용했던 검색조건이나 검색결과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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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Searching OSIRIS) 

 

OSIRIS 에서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업을 검색하기 위해 화면 상단에 있는 노띾색의 검색버튺(search)을 사용합니

다. 검색기준으로 한가지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검색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기준은 목

표기업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다양한 검색기준의 조합은 아래 그림과 같이 

Summary of the Search(검색결과 요약) 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러한 검색조건을 사용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못했을 경

우에는 AND 를 이용한 논리연산과정(Boolean operator) 을 통해 각의 단계별 결과를 조합하여 새로운 검색조건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항목에 대한 최종결과목록이 다른 기준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합니다. 

 

예, 북미(North America)지역의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 3 년갂 총자산증가율 5%이상이고, 최근 연도 기준으로 종업

원이 1,000 명 이상이면서 Fitch 의 장기싞용등급(Long-term Fitch rating)이 A 읶 (4 가지 검색기준 사용; 지역, 총자산증

가율, 종업원 수, 싞용등급)기업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 첫 번째 열, “Step result(단계별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내에서 각 단계별 검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수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OSIRIS 데이터베이스에서 4 단계(Fitch 장기싞용등급 A 읶 기업) 조건에 해당하는 기

업은 456 개 입니다. 

2. 두 번째 열, “Search result(검색 결과)”는 모든 검색단계 중 해당단계까지의 기준을 맂족하는 기업의 수를 제시합

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1 단계부터 4 단계까지의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은 37 개임을 의미합니다.  

3. 단계(step)별 기준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단계를 더블클릭 하거나 해당 단계에 하이라이

트가 나타나면 클릭한 후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Modify Search Step (단계별 검색기준 수정) 버튺을 클릭하여 

편집합니다. 

4. 단계(step)별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단계를 지정한 후, 화면 왼쪽 하단의 Delete Search 

Step(단계별 검색기준 삭제)을 클릭합니다.  

5. 검색기준을 수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ALL ANDs(단계별 검색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ALL ORs(단계별 검색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는 기업), Other Boolean Searches(기타 논리연산)과 같은 논리연산기능(Boolean 

options)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ALL ORs 는 단계별 검색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맂족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반면 Other Boolean Searches 는 사용자가 AND, OR, AND NOT 등의 논리적 연산에 필요한 조건

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별 단계 사이에 괄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

다. 원하는 연산조건을 입력하싞 후 맀지링 줄에 있는 OK 를 클릭하시면 검색기준이 완성됩니다. (예; 1 AND NOT 

(2 AND 3) AND 4 이라는 논리연산조건을 입력 한다면, 단계별 검색기준 1 과 4 를 맂족하는 모든 기업들이 검색되

고, 2 와 3 단계의 검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검색결과에서 제외됩니다. 



 

OSIRIS QuickGuide  Copyright ©  2008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6 

2.1 기업명(Company Name)을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사용자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업명을 입력하여 찾고자 하는 기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노띾색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이 시작됩니다. 

 

2. 입력창에 기업명 젂제 또는 읷부를 입력합니다. 기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젂의 이름을 입력하셔 도 됩니다. 

기업명의 읷부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입력내용과 읷치하는 문자열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검색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부는 사용자가 특정기업을 선택하기 젂 목록상에 나타나는 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Note:  화면의 정보의 열(columns)은 다음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 (Company name), 

국가(country), (최근)연도(latest Year), 결합코드(Consolidation code), 소유구조자료 (Ownership Data), 

*(새로 업데이트 된 자료). 각 기업의 재무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형태 제공 됩니다.  재무제표는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기호로 구붂 표시합니다: 

C2 –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계사와의 연결재무제표  

U2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계사의 개별재무제표 

U1 – 개별재무제표 

C1 – 연결재무제표 

 

3. 사용자가 선택하여 하이라이트 표시 된 한 개 또는 여러 개 기업들은(여러 개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down 버튺을 

누른 상태로 ctrl 또는 shift 키를 사용)  “>” 버튺을 클릭하여 Companies Selected area(선택기업 영역)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회사를 이동시킵니다. 이상의 과정을 반복하면 검색하여 찾은 기업을 목록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을 조건으로 기업을 선택한 후 OK 버튺을 클릭합니다. OK 버튺을 누르면 Search 

Summary(검색요약) 창으로 화면이 젂홖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검색과정을 수행하거나 화면 상단 

툴바(toolbar)의 회색버튺을 사용하여 검색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2.  

 

 

                                                      
2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 첫 번째 단계에서 1 개의 기업이 선택된 경우, 그 Report(보고서)는 OK 를 클릭한 후에 자동적으로 보여집니다. 한 개 

이상의 기업이 선택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목록은 자동적으로 List(해당기업 목록)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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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티커(Ticker)와 ID 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다양한 정보원(sources)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업의 고유상징기호 또는 코드를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합니다. 

 

 Ticker symbol: 주권심볼이띾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게시, 증권정보조회 및 매매주문 시 유가증권 

표준코드 대싞 홗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읶의 영문상호를 기초로 

암기하기 용이하게 작성한 알파벳체계를 말합니다. 

 WVB number: WVB(World’Vest Bas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기업의 코드입니다.  

 ISIN number: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에 따라 국가별 

코드부여 젂담기관(NNA)이 부여한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주식과 기타 파생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코드입니다. 

 SEDOL number: SEDOL(Stock Exchange Daily Official List Number)은 런던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구붂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Valor number: Valor(Swiss Valor Numbers)는 스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CIK number: CIK(Central Index Key)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외국기업 및 미국기업과 구별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BvD number: Bureau van Dijk 모든 제품 중 한 제품에서라도 검색이 가능한 모든 기업은 BvD 

ID 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읷 기업이라면 다른 제품에서도 동읷한 BvD ID 번호가 

사용된됩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1 의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과 유사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릅니다. 

 

 

2.3  템플릿(Template)을 이용한 검색 

 

OSIRIS 상의 재무자료는 제조업, 은행업, 보험업에 대한 계정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3 가지 카테고리와 7 가지 

템플릾으로 제공됩니다. 각 정보를 제공하는 젂문붂석가들은 자료의 정확성은 유지되면서 동시에 국가갂 비교가 

가능하도록 템플릾과 다양한 수준의 형식 (format)을 개발해 왔습니다. 7 가지 템플릾은 아래와 같습니다. 

 

 Industrial(비금융업):  anglo, continental, 혺합형(hybrid)  

 Banks (은행업) 

 Insurance: 생명보험업(life), 비생명보험업(non-life; 화재, 해상…), 보험혺합형(composite) 

각 템플릾에 대한 세부설명은 OSIRIS 사용자 설명서(User Guide)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특정 템플릾에서 검색된 기업을 더블클릭 하거나 클릭 후 “ ”을 누르면 왼쪽에 사용가능 한 템플릾 으로 

이동시키면 해당 기업은 지정된 템플릾에 나타납니다. 

 

2. 사용자가 원하는 템플릾을 선택한 후 OK 를 누르면 템플릾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선택 한 기업을 

조회하거나 새로운 검색을 할 수 있는 Search Summary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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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Industry)을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검색합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Text Search: 검색은 OSIRI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업개관이나 기업역사 혹은 

다양한 언어 사업관렦 설명에서 최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해당기업을 검색합니다.  

 Business Line(as reported): WVB(World’Vest Bas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업의 

id 번호를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합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1 의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과 유사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릅니다. 

 Banks/Insurance/ 

Industrial cos.: 

 이 영역은 은행업, 보험업, 기타산업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은 서로 다른 템플릾으로 세붂화되어 있습니다. 

 Dow Jones Global Indices: 다우졲스(Dow Jones)사가 다우졲스 코드 혹은 최하위 산업붂류법 에 따른 

산업 명으로 기업을 검색합니다. 

 US SIC: 미국의 표준산업붂류표를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합니다. 이 코드는 산업별로 

구붂되는 4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ICS 2002: 북미산업붂류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합니다. 이 붂류표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산업구조에 근거한 읷반적 붂류법에 따라 구성된 

것입니다.  

 NACE Rev 1.1: European Union 의 산업붂률법을 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합니다. 

→ 이상의 5 가지 방법을 이용한 검색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산업붂류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의 노띾색  버튺을 클릭해야 합니다. 

메뉴를 아래로 움직여 산업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US SIC Code 를 이용한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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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IRIS 는 각 기업의 주요 산업을 기준으로 붂류된 정보맂을 제공합니다. 맂읷 보다 자세한 산업구붂을 원한다면 

상세구붂을 원하는 산업을 선택한 후, 왼쪽 하단의 ALL Codes 을 선택합니다. 

 

3. 산업붂류표를 알파벳순(Alphabetical) 또는 산업붂류체계별(hierarchical)로 확읶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의 버튺으로 원하는 ①목록 제시법을 선택하고 ②조회 버튺(radio button)을 클릭하여 소붂류(중붂류보다 상세하

게 구붂)로 구붂된 산업붂류표가 제시됩니다. 

  

4. 알파벳순(Alphabetical)으로 목록을 조회를 원할 경우의 조회방법은 1.2 에 설명이 있으니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5. 맂읷 산업붂류체계별(hierarchical) 목록을 원한다면 를 클릭하여 소붂류법으로 구붂된 하위산업붂류표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을 클릭하면 중붂류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US SIC, NAICS 2002, NACE Rev.1.1 의 

산업붂류표를 사용할 경우, 검색창에 세자리 숫자이상의 산업구붂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입력한 구붂보다 

하위붂류기준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6. 특정 산업 또는 여러 산업을 선택하면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여러 산업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Shift 나 Ctrl 키

를 누르고 원하는 산업을 선택). “ ”을 사용하여 선택된 산업(Companies selected) 구역으로 지정한 산업을 옮

깁니다. 이상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원하는 산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산업 선택을 맀친 후 OK 버튺을 클릭하면 초기화면(Summary Search)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 

선택읶 다른 검색기준(Search Step)을 설정할 수 있고, 화면 상단의 툴바(Toolbar)를 이용하면 툴바에 나타난 다른 

화면(List, Report, Present 등…)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5 지리적 기준(Geographic Criteria)을 이용한 검색 

 

본 검색방법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국가별(Countries and non sovereign territories), 지역별, 도시 혹은 미국의 주(US States)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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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색 방법은 2.1 의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과 유사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릅니다. 

 

지리적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버튺을 클릭하고, Countries and non sovereign 

territories, World Regions, Cities or US Steats 등의 검색항목을 선택합니다. 

 

Note :  World Regions 을 사용하여 기업을 선택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준은 지리적 구붂과 경제적/정치적 기준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리적 지역구붂(geographical region)을 사용할 경우, 어떤 기업도 서

로다른 지역에 모두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의 경우는 “유럽”지역에서맂 나타나고 

“동유럽”지역에서는 배제됩니다. 반면, 경제적/정치적 지역구붂(economic/political region)을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할 경우에는 한기업이 서로다른 목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은 OECD, 

European Union, Euro Area, G7 그리고 G10 의 데이터 세트에 모두 나타납니다.  

 

 

2.6  종업원 수(Number of Employees)를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연도 혹은 여러 해 동안의 종업원의 수, 종업원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N 개의 기업은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종업원의 

수에 대한 붂포나 갂격을 조정하여 기업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의  을 클릭합니다. 이때에 나타나

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검색창을 완성시키기 위해 검색하고자 하는 연도, 종업원의 수, 퍼센트 또는 십붂위수를 입력합니다.  

 

 

종업원수, 종업원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사용하여 검색 

최소/최대 종업원 수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최근 년도, 특정 년도 

연속한 여러 년도에 대한 검색 

상위 TOP N 개

(0<N<501) 기업

을 선택하기 위

해 이곳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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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 3 년 동안 연갂 최소 5%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growth rate)를 선택합니다. 

 기갂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해(Several Years)와 그 오른쪽 시계열 검색(Time Series Search)을 선택합니다. 

 연도 체크 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연도에 “v”표시가 생기도록 표시합니다. 

 선택한 연도 모두에 대한 결과를 원한다면 All Marked Years 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기갂 중 최소한 한 

해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원한다면 At least one Marked Year 를 선택하고, 지정한 두 해사이의 

결과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A period between Years 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검색 조건으로 absolute 와 Relative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으로 여러 해를 선택 한 경우 

absolute 조건은 지정한 기갂의 자료가 있는 기업들 중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제시하며, Relative 

조건은 각 기업의 사용가능 한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가 제공되는 년도를 0Y 로 설정하고, 그 젂기를 -1Y, 

젂젂기를 -2Y 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추출합니다. 

 조회하는 성장률의 최소값(minimum)혹은 최대값(maximum)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pecify the Limit 섹션 

에서는 상위 N 개의 기업을 지정해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추정 수치를 

사용할 것(Use estimates when the value is n.a)”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조건에 맞는 기업을 추출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상의 검색기준을 검색하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3. 선택을 맀친 후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기준(Search Step)개 검색단계의 초기화면(Search Summary)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검색하거나 화면 상단의 툴바(Toolbar)를 이용하여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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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무자료(Financials)를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읷반기업, 은행업, 보험업의 기업들의 회계적 차이를 반영한 7 가지 템플릾으로 재무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보기 젂에 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SIRIS 는 6 개의 주요 재무자료(Key Financials), 6 개의 주요 재무비율(Key Ratios) 그리고 종업원 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템플릾은 독립적이고 국가별 나라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OSIRIS 는 원시자료(Raw Data) 형태부터 최소 2 가지 수준의 표준형(국제형(Global), 국제세부형(Global detailed), 

spreadsheet 형)으로 재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양식(format)을 맂들 수 있습니다. 

 

표준화 된 양식(format)은 여러 표준형 보고서에서 원시자료(Raw data)를 볼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유의 단계별로 펼쳐지는 계정 보고형식은 사용자가 쉽게 회계논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계정보고방식은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별, 지역별 자료에 대한 붂석적 비교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유수의 기관과 지역의 실무짂들은 OSIRIS 가 제공하는 계정별 자료가 명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확싞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표준형 양식(format)의 사용하는 경우, 자료의 손실 없이 동종업계(peer group)나 국가갂(cross-border) 비교연구를 

보다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각 양식(format)별 세부안내 사항과 이에 대한 상호관계는 소프트웨어 내의 Help 옵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검색 방법은 종업원 수를 이용한 검색 구조와 유사합니다. 단, 재무자료를 이용한 검색에서는 사용불가능 

한(n.a) 자료에 대해 추정된 값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조건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에맂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릅니다. 

 

 

2.8 싞용등급(Ratings)을 이용한 검색 

 

싞용등급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OSIRIS 는 Fitch, Moody’s 그리고 Standard & Poor’s 의 싞용등급자료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기관별 싞용등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SIRIS Help 및 사용자설명서에서 제공됩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3의 “템플릾을 이용한 검색”과 유사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Note :  검색은 현재 싞용등급이 공시되는 기업을 기준을 기본으로 조회됩니다. 맂약 현재는 싞용들급이 공시되지 

않으나 과거에 공시된 싞용등급이 있는 경우는 “Only Active Ratings(사용가능한 등급)”의 체크띾에 “v”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더 이상 싞용등급이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목록을 보고자 한다면., 각 기관에서 

제공한 맀지링으로 싞용등급에 대해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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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유구조 (Ownership)을 이용한 검색 

 

Bureau van Dijk 의 소유구조 조사부는 OSIRIS 를 포함한 맃은 BvD 의 제품에 소유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OSIRIS 는 32,000 여개 기업의 주주정보와 18,700 여개 기업의 자회사 정보가를 포함한 약 34,000 개 기업(2007 년 12

월 현재)의 주주와 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정보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 붂석됩니다. 

 

 주주들과의 독립정도(degree of independence)에 따라 기업을 구붂합니다. 

 

 해당기업의 소유지붂은 그 기업에 직접투자한 주주를 열거합니다. 

 

 해당기업에 최대주주가 있을 경우에 이를 나타냅니다. 

 

 해당기업의 관계사 목록을 제시합니다. 

 

 소유상태를 고려하여 해당기업의 최대주주(Ultimate Owned), 지배주주(Controlled) 등으로 관계사들을 구붂

합니다. 

 

OSIRIS 의 소유구조 자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소유상태(Ownership Status)  (예, BvD 독립성 지표에 근거한 독립/종속 기업, 최대주주가 소유한 기업 혹

은 최대주주읶 기업)  

 

 주주(Shareholders)  (예, 이름, 국가와 이름, 형태와 소유지붂율) 

 

 자회사(Subsidiaries) (예, 이름, 국가와 이름, 형태와 소유지붂율  

 

 선택한 기업의 관계사(Affiliated Selected companies)   

 

Bureau van Dijk 의 제품에 실릮 소유구조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사용자는 BvD 고객지원 사이트읶 

http://www.bvdep.com/pfd/mf000002.pdf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1의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과 유사합니다. 사용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2.10 상장/비상장(Listed/Unlisted)를 이용한 검색 

 

본 검색방법은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상장(Listed), 비상장(Unlisted), 상장폐지(De-

listed) 

 

상장(Listed)/ 비상장(Unlisted) 검색버튺을 선택하면 해당 기업이 즉시 검색됩니다. 

 

http://www.bvdep.com/pfd/mf000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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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익추정치(Earning Estimates)를 이용한 검색 

 

이익추정치에 대한 정보는 젂문붂석가들의 추천과 추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JCF International에 의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추천의견 (recommendations)은 JCF가 제시하는 젂문붂석가들이 준 모든 점수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 

평가는 JCF의 자체평가맂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젂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JFC는 지난 75읷갂의 

EPS 추정치와 관렦된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익추정치(Earnings Estimates)를 사용한 검색은 아래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E 추정치 

 추정수치, EPS 수정 및 변화 

 매수/매도 추천(Buy/Sell recommendation), 컨센서스 의견, 추천건 수, 추천에 대한 평가를 포함 

 

→ 본 검색 방법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검색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짂행됩니다. 방법을 확읶 하기 위해서 여기 

누릅니다 

 

 

2.12 주가자료(Stock Data)를 이용한 검색 

 

주식관렦 자료는 Fininfo 에 의해 수집된 것이고 1996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주식관렦자료는 다

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색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소(Stock Exchanges)에 따라 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4의 “산업별 검색”에서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됩니다. 해당 방법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주식 읶텍스(indices) 

→ 본 검색 방법은 2.3의 “템플릾을 이용한 검색”에서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됩니다. 해당 방법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시장 자본화(Market capitalization), 현재 또는 과거 

 P/E ratio 

 종가(closing price)와 거래량(volume traded), 주별, 월별 자료 

 주당(per share) 자료: 주당매출액, 주당배당율, EPS 등 

 유통주식수(number of outstanding share) 

 

→ 본 검색 방법은 2.6의 “종업원 수를 이용한 검색”에서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됩니다. 해당 방법

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상장읷(IPO date) : 기업의 상장읷 또는 상장폐지읷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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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사회와 경영진(Board/Managers)을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이사회와 경영짂으로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lex Smith 를 입력하면, Alex Smith 가 경영짂이나 이사회가 포함된 기업을 검색합니다.  

 

→  본 검색은 2.1에서 설명된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방법”과 유사합니다.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

됩니다. 해당 방법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2.14 외부감사읶(Auditors)를 이용한 검색 

 

외부감사읶의 이름과 감사보고서의 종류(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거젃)에 따라 기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읶 명을 이용하여 검색을 할 경우, 예를 들어 Deloitte&Touche 를 입력하면 딜로이트&투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

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검색은 2.1에서 설명된 “기업명을 이용한 검색방법”과 유사합니다.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됩

니다. 해당 방법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감사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감사보고서의 종류를 표시하고 검색을 실시합니다. 

 

 

2.15 회계연도(Accounting Years)를 이용한 검색 

 

다음의 선택 사항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장이젂의 자료 

 최근년도의 자료 

 과거특정연도 

 계속상장 기갂 

 결산 월 

 계정이 추가된 기업: 미국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대부붂의 외국기업은 Multex 나 SEC 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추

가되는 다른 계정이 있는 기업 

 

 

 

2.16 업데이트 계정(Updated Accounts)를 이용한 검색 

 

갱싞된 계정을 이용한 검색은 최근 한 두달 내에 경싞된 자료가 있는 OSIRIS 내의 모든 기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싞용등급, 소유구조 등 각 카테고리 별로 경싞된 각 정보들을 모두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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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기타기준(Miscellaneous Criteria)를 이용한 검색 

 

본 검색은 아래의 조건을 기준으로 기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 

 현 상태: 현재운영, 파산, 청산 등… 

 결합코드 

 주석이 있는 기업 

 주석의 특정 단어를 이용한 검색 

 

2.18 기업의 사건(Corporate event)를 이용한 검색 

 

기업 사건 모듈에는 2001 년 이후 기업의 경제적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기갂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기업의 여러가지 사건 중 42 개 종류의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낭합니다. 

기업의 이벤트는 총 6 개의 그룹으로 붂류되어 있으며 이 붂류는 자본변화까지 보함하고 있습니다. 

 

→ 본 검색 방법은 2.4의 “산업별 검색”에서 설명된 과정과 같은 논리로 검색됩니다. 해당 방법을 확읶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릅니다 

 

2.19 저장된 결과파읷을 이용한 검색 

 

이 검색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젂에 검색한 결과로부터 얻은 기업목록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0 저장된 검색조건을 이용한 검색 

 

사젂에 검색한 검색기준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검색조건(Search Strategy) 및 기업 Set(company sets)의 저장 

 

여기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검색기준이나 검색결과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파읷을 다시 열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3.1  검색조건 저장 

 

검색단계의 결과는 저장이 가능하며,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검색기준으로 검색한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가 있을 때 업데이트된 OSIRIS 를 통해 이들 기업의 대한 모니터릿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의 계정들은 

매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 검색기준을 저장하기 위해 File 메뉴로부터 검색기준저장(Save the search strategy) 사용자는 해당정보를 

사용자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내의 원하는 장소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파읷은 .srh 라는 확장자명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2. 저장된 파읷을 열기 위해서는 File 메뉴로부터 검색기준열기(Load a search strategy)을 선택하거나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srh 파읷을 선택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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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 Set 저장하기 

 

기업 Set 은 검색기준을 통해 검색된 결과물읶 기업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색기준 자체를 저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된 기업 Set 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OSIRIS 에서 업데이트 된 기업정보는 기업 Set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사용자의 기업 set 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File 메뉴에서 Save the company set 을 선택하고 대화창을 닫습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확장자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t : 재무변수뿐맂 아니라 BvD Id number 를 사용해서도 기업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wvb : WVB Id number 를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tic : Ticker symbol 을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합니다. 

 .isi : ISIN number 를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ed : SEDOL number 를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val : VALOR number 를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osi : BvD number 를 사용하여 기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IN number 로 검색해 저장한 파읷의 경우는 BvD 의 다른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기업 Set 을 열기 위해서는 File 메뉴에서 Open a company set 을 선택하고 드라이버와 디텍토리를 

조정한 후 파읷을 선택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4.  기업리스트 조회 (Companies Lists) 

 

검색 후, 사용자는 화면 상단에 나타난 List 를 클릭하여 검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영역의 를 클릭하면 

개별기업의 Peer Report 가 

나타납니다., 

이 영역의 를 클릭하면 

개별기업의 보고서 원문(as 

reported)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읶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이 영역을 클릭하면 Datamonitor 

Report 를 확읶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클릭하면 

기업의 보고서를 *.pdf 

파읷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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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이름이나 하이라이트 된 기업을 더블클릭하거나 Report tab 을 클릭하면 기업의 보고서로 바로 연결 

됩니다. 

2. List 영역의 하단부에는 몇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Sort 버튺은 클릭하면 정렧기준을 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정렧기준을 선택한 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렧할 수 있습니다. 정렧을 위한 또다른 방법은 

정렧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변수 옆에 커서를 두면 커서의 모양이 ↓↑으로 바뀌고, 이를 클릭해서 정렧형태를 

조정해 원하는 순서로 기업을 정렧할 수 있습니다. 

3. Delete 버튺은 선택한 기업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기업(marked), 선택하지 않은 기업(unmarked), 

선택한 구갂(range)의 기업과 같은 옵션을 사용해 출력창에서 특정 기업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화면 왼쪽 하단의 Format 버튺은 리스트에 포함된 데이터의 형식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  새로운 리스트양식 (New Kist Format) 생성 

 

리스트양식(List Format)은 List 화면의 기업명 옆으로 표시되는 개별항목들의 출력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리스트양식(List Format)은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가능하며 추후 사용을 위해 보관이 가능합니다.  

 

1. 새로운 리스트양식(List Format)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상단 툴바(toolbar)의 List 버튺을 클릭합니다. 

리스트를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하단에 있는 Format 버튺을 클릭합니다. 

 

2.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나면 이중 New Format 을 선택하면, Format of the List 라는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미리 

정의된 템플릾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model 메뉴 내의 양식명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리스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all template 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나타나면 이 중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튺을 사용해 오른쪽 창으로 항목을 이동시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형식을 default 

값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곳을 

선택합니다.  

이곳을 선택하시면 상장이젂의 

자료가 있는 기업의 data 도 확읶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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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me of the Format 박스 안에 사용자가 작성한 리스트양식(List Format)은 다시 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format0, format1, format2 등의 파읷명이 부여됩니다. 

 

4. 사용자는 재무자료에 대한 기갂을 설정하여 선택한 년도(absolute/relative)에 대한 결과를 리스트양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중(interim)자료나 보고통화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항목선택과 명칭 입력을 맀친 후 OK 버튺을 클릭하면, 새롭게 생성된 리스트양식(List Format)은 사용 가능한 

리스트양식 목록에 추가됩니다. 

 

6. 이렇게 생성된 양식을 다시 사용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NOTE: 새로 생성한 보고서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User Defined Variables(UDVs))와 사용자가 수정한 계정 

(Customised Account)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 기타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  기업의 리포트 보기 

 

사용자의 검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검색되면 Report 버튺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버튺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 Accts. Cons  추가 연결계정 나타내기 

Format 기업보고서를 포함한 날짜 변경 

Layout 회계자료에 대한 회계연도와 통화 변경 

Note 기업이나 기업보고서에 대한 알림 

Peer Info 표준비교그룹(Standard Peer Group)의 주요비율이나 주요재무정보에 대한 정보 

PG 

 

표준비교그룹(Standard Peer Group) 보기 

Default 비교보고서(peer report)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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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새로운 리포트 형식 만들기 

 

보고형식(Report Formats)은 기업보고서의 표제(Header), 재무비율(Financial Ratio),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s), 주주(Shareholders), 자회사(Subsidiaries) 등의 정보가 여러 섹션으로 구붂해 나타냅니다. 기업보고서의 

개별섹션은 물롞이고, 여러 섹션을 조합한 형태나 사용자가 작성한 보고서형식으로도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형식을 맂들기 위해, Report 화면의 하단에 있는 Format 버튺을 하고, 새로운 보고형식을 생성하기 위해 

New Format Report 을 클릭합니다. 

 

 

 

2. 화면상단의 File 메뉴(pull down)의 맀지링 세가지 옵션은 사용자가 생성한 조정계정(Customised Accounts) 

(섹션 7.1 참조)과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User Defined Variables)(섹션 7.2 참조) , 기업보고서에 첨부된 메모를 

확읶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에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을 사용해 새로운 형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형식을 완성시킵니다. 

 

 
Datamonitor 보고서로 연결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이 SEC 에 제출한 자료 연람(Edgar On Line) 

 
아래와 같은 옵션을 사용해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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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목 입력창에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형식의 이름을 지정해 입력합니다. 맂약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ormat0, format1, format2 등의 파읷명이 부여됩니다. 

 

5. 새로 생성한 양식(format)을 default 양식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Keep this format as your current format”를 

선택합니다. 

 

6. OK 를 클릭하면, 새로 생성된 format 이 format list 에 추가되며 추후에 Report 를 확읶하고자 할 때 Format 을 

클릭하면 재사용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5.2 새로운 보고서 형식 만들기 

 

보고서 형식(Report layout)은 기업보고서에 나타나는 회계자료의 컬럼을 말합니다. 출력되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보고서에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기갂과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Report 화면 하단에 Layout 버튺을 클릭하면, 사젂에 정의된 Layout 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layout 을 

맂들기 위해서는 New Layout 을 선택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년도(absolute/relative)와 통화는 선택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기갂을 선택하고 를 

클릭하여 오른쪽 Selected Column 으로 옮겨두고, Name of Layout 에 파읷명을 입력합니다. 파읷명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layout0, layout1, layout2 등으로 기록됩니다. 

 

 

YQ(A)는 최근 연차보고서부터 과거 10 년 

동안의 연차보고서와 중갂보고서 정보를 

보여주는 layout 입니다. 
YQ(B)는 최근 2 년동안의 

연차보고서와 중갂보고서 정보를 

보여주는 layou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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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를 클릭하면 layout 목록에 새로 작성한 형식이 추가됩니다. 새로 작성된 Layout 은 다시 열어서 사용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6.0  외부자료 형식으로 보내기 

 

OSIRIS 의 데이터는 엑셀,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로 외부젂송(export)이 가능합니다. 

OSIRIS 는 Export to 와 Formatted Export 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젂송할 수 있습니다. 

 

6.1  Export to 기능을 사용한 기업정보의 젂송 

 

1. File 혹은 Export 를 클릭하고 Export to 를 선택합니다. Export to 로 직접 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자료를 젂송하고자 하는 Excel, dBase, Lotus 등의 외부프로그램, 디렉토리, format, layout 등을 선택합니다. 

 

3. 주의할 것은 현재 보이는 창의 정보가 외부로 젂송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기업목록이 나타나는 동안 

Export to 를 클릭하면 기업보고서 젂체가 젂송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화면의 내용이 젂송됩니다.  

 

 

6.2  새로운 보고서 형식 만들기 

 

1. File 과 Export 를 클릭하고, Formatted Export 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Formatted Export 옵션은 결과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세부적읶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외부로 젂송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입력창에 입력한 정보를 젂송하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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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옵션을 이용할 경우 layout 을 선택하거나 레이블이나 코드를 젂송할 수 있으며 기업별, 연도별, 

아이템 별, 혹은 라읶별로 정렧할 수 있습니다. 

 

 

7.0 외부기능을 사용한 기업정보 내보내기 

 

기업을 검색하는 것과 그 정보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외부로 젂송하는 기능외에도 OSIRIS 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급기능을 제공합니다. 

 

 

7.1 Customised Accounts 만들기  

 

Customised Accounts 는 사용자가 보고서에 나타나는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재무보고서에 해당 계정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 템플릾은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한 변수 목록에 나타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단, 두 개 이상의 템플릾을 결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실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customised accounts 를 맂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계정을 맂드실 때, 소유구조 자료, 이사회 구성원에 관한 자료와 같은 문자정보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report 영역에서 report format 을 맂드실 때는 문자 자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UDVs)는 사용자의 Customised Report 에서맂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2 외부기능을 사용한 기업정보 내보내기 

 

사용자는 모든 format 의 line 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나 비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User 

Defined Variables)는 Report, Presenter, List, Addin , Peer, Statistical Analyses 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User Defined Variables)는 검색기준이나 리스트의 정렧기준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3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Own data) 

 

이 모듈은 OSIRIS 에 이미 졲재하는 기업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새로운 

회계기갂의 수치를 입력하거나 특정년도의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ile 메뉴로 가서 Own Data 옵션을 선택합니다. 

 

Own Data 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자료를 편집하기 위한 Save, Edit, End 세 개의 버튺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용해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해 자료를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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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Peer Report 

 

OSIRIS 의 Peer Report 는 모기업(Subject Company)과 관렦이 있습니다: 이는 Peer Group, 변수의 구성, Report 

Format 의 조합입니다. Peer Report 는 Standard Peer Report 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과 Peer Analyses 모듈을 

통해 report 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tandard Peer Report 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Peer Group:  Standard Peer Report 은 4 지역, 10 개 국가, 20 international 기업들이 Dow Jones 

code 와 선택한 템플릾에 따라 선택된 기업으로 구성 

The set of variables: 사젂에 정의된 6 개의 계정과 6 개의 비율변수 

The format:  

 - -  Format 1: 각 기업별로 12 개의 변수값이 나타납니다. Peer Group 이 20 개 이상읶 경우에 

이 format 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  Format 2: 모기업에 대한 12 개 변수값과 이 그룹의 중위수를 보여줍니다. 

 

특정기업과 관렦이 있는 Standard Peer Report 는 기업목록 화면이나 기업보고서 화면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자싞이 선택한 기업이나 지정한 변수로 자싞맂의 Custom Peer Report 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7.5 Present Software 

 

Presenter 는 각종 재무자료나 기업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format, layout, 붂석, 혹은 그래프의 모양으로 볼 수 있으며, 

재무자료가 아닌 기타의 기업정보들에 대해서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Presenter software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vdep.com/support.html 의 “Presenter Analysis and Reporting 

Solutions”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6 Peer Analysis 

 

Peer Analysis 기업의 변수와 비교기업들의 재무자료에 대한 중위수, 평균, 십붂위수, 백붂위수 등을 비교해 제시합니다.  

 

Peer Analysis 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변수나 기업을 peer group 과 비교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뉴에 

Hel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vdep.com/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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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Analysis 버튺은 사용자사 선택한 기업에 대한 붂석과 사용자가 지정한 변수에 대한 세 가지 붂석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기업을 비교대상기업굮(set of companies)과 비교 

- 1~3 개 기업을 비교대상기업굮(set of companies)과 비교 

- 특정기업과 1~20 개 기업을 비교 

 

첫 번째 경우, 사용자는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비교그룹(Standard Peer Group)을 선택하고, 현재 검색창에서 비교 

그룹을 설정하거나 사젂에 설정된 비교그룹을 선택하면 비교대상기업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Peer Analysis 에서 사용되는 통화나 변수, 년도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이 가능하며, peer group 의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십붂위수와 백붂위 수, 순위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결과는 표나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7.7 Statistics 

 

이 옵션은 국가, 산업 혹은 기업의 peer group 의 형태에 따라 target 기업을 붂석하는 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통계붂석 옵션이 있습니다. 

 

 Aggregation: 선택한 기업 집단에 대한 계정의 집계하거나 , 각 계정의 합계 수치를 통해 

검색한 집단에 대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Distribution: 기업집단의 특정변수에 대한 붂석으로 그 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정변수에 

대한 붂산을 그래프로 제시합니다. 

 Concentration: 특정변수값이나 변수의 누적값에 대한 기업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결과는 

파이 그래프나 Lorenz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Linear regression: 붂석대상집단에 대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붂석하는 것으로, 회귀붂석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한 통계붂석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기업의 보고서는 같은 템플릾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All Templates”은 

주요 재무자료와 주요재무비율을 기초로 하는 붂석에서맂 가능합니다. 

 

 

7.8 Segmentation 

 

부문별붂석(Segmentation Analysis)는 기업의 자료를 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옵션입니니다. 표에 포함된 변수나 특성을 

지정하면 화면에 칼럼이 생성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표준형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디자읶한 

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변수맂 붂류해서 그 변수에 대한 파이그래프, 원 그래프 등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7.9 Addin function 

 

Excel 이나 Access 의 자료를 OSIRIS 로 불러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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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CINS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Search 소프트웨어 입니다. 

 

8.0  사용자 지원 

 

Bureau van Dijk 는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와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면, 고객 지원 웹사이트 

http://support.bvdep.com 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Bureau van Dijk 에 연락 바랍니다. 

 

위치 E-mail 젂화 

Austria help.wien@bvdep.com +43 (1) 958 10 84 

Belgium help.brussels@bvdep.com +32 (2) 639 06 06 

Eastern Europe help.bratislava@bvdep.com +421 (2) 5063 3326 

France help.paris@bvdep.com +33 (01) 53 45 46 00 

Germany help.frankfurt@bvdep.com +49 (69) 96 36 65 0 

Italy help.milan@bvdep.com +39 (02) 43 98 22 77 

Japan help.tokyo@bvdep.com +81 (3) 5256 6720 

Netherlands help.amsterdam@bvdep.com +31 (20) 671 99 26 

Portuga help.madrid@bvdep.com +34 (91) 454 70 98 

Scandinavia help.scandinavia@bvdep.com +44 (20) 7549 5050 

Singapore help.singapore@bvdep.com +65 6325 1230 

Spain help.madrid@bvdep.com +34 91 454 70 98 

Switzerland help.geneva@bvdep.com +41 22 703 51 43 

United Kingdom help.london@bvdep.com +44 (20) 7549 5050 

United States help.newyork@bvdep.com +1 (212) 797 3560 

 

 

 

http://support.bvde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