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 CAPITAL IQ 는 금융 데이터, 분석 툴 및 리서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당사의 웹기반 플랫폼은 전 세계 기업, 시장 및 인물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들을 
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업무흐름 관리를 위한 강력한 툴을 제공합니다.

The S&P Capital IQ Platform

S&P Capital IQ플랫폼을 사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십시오. 
•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리서치 수행 
• 회사 및 시장 모니터링 
• 주요 관계 확인 및 활용 
• 보다 나은 아이디어 및 타겟 생성  
• 모델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수정 

사무실 및 외부,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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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심도깊은 리서치 수행  
• 재무 데이터 정보 5,000건 이상, 산업 분야별 특화 정보 2,500건 이상이 포함된 S&P Capital IQ

의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정보들을 활용하여 회사 실적을 분석하십시오.  당사의 재무정보들은 
원활한 비교분석을 위해 표준화 되었으며, 정보가 발췌된 소스 문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주식, 채권, 자본구조, 신용등급, 거래내역, 사모펀드 프로필, 주주,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십시오.   

•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인덱스, 상품, 통화 및 이자율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요 상장시장에 대한 
주가 및 시장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 기업, 거래 및 채권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십시오.
• 당사의 Credit Health Panel을 사용하여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산업군에 속한 타 기업들과도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업계 최고 수준의 지역 브로커들 및 독립리서치기관들을 포함한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보고서들을 받아보십시오.
•  S&P Capital IQ의 컨센서스와 함께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확인하십시오.

S&P Capital IQ Financials

금융정보들을 소스문서와 
비교검토를 위해 클릭 
하십시오.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S&P Capital IQ 플랫폼과 Excel® Plug-In에 
업로드하여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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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Capital IQ offers several add-on portfolio management solutions designed to meet your investment strategy and workflow needs.

기업 및 시장 모니터링  
•  Real-Time Workstation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관심 리스트에 대한 시세, 뉴스 및 차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십시오. 
• 인덱스, 뮤추얼펀드, 선물, 옵션, 통화 및 상품 시장에 대한 스냅샷을 열람하십시오. 
• 특정 업계 또는 특정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및 거래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 관심 회사의 이벤트, 트랜스크립트, 애널리스트 추정치 및 최신 실적 업데이트들이 포함되어있는 

요약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 당사의 신용 위험 지수를 사용하여 회사들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신용등급 하락을 감지하십시오.
• 당사의 포트폴리오 관리툴을 사용하여 귀하의 포트폴리오 실적, 성향 및 위험노출을 손쉽게 

분석하십시오.*

•  S&P Capital IQ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시세, 뉴스, 금융, 리서치, 트랜스크립트, 공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계들을 찾아내고 활용하세요.  
• 전 세계약 4,000,000개 이상의 비상장사 및 상장사 임원진, 이사진 및 투자인력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정보를 열람하십시오. 
• 당사의 Relationship Tree 기능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의 근무경력, 학력 및 이사임명 경력 등을 

포함한 개인이력을 관리하십시오.
• 개인 연락처 및 관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전문가 또는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al-Time Workstation 

플랫폼의 상세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시장데이터와 뉴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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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Formula Builder 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선별항목들을 사용하십시오. 

데이터 항목을   
신속하게 검색하여 
조건을 설정하십시오.

5,000개 이상의 금융 및 1,200 개 
이상의 정성적 데이터 항목을  
선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타겟을 설정하세요.  
• 재무정보, 정성적 정보와 더불어 경영진 변경, 회사방침변경, 내부거래 등과 같은 이벤트 기반의 

정보를 사용하여 기업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여 선별 대상들에 대한 
변경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들을 Excel® Plug-In에 업로드하여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Find Buyers 및 Targeting 툴을 사용하여 투자기준, 관심레벨, 거래이력 및 금융정보 등을 기반으로 
잠재 고객 및 투자자를 검색하고 등급을 설정하십시오.

•  S&P Capital IQ의 Quantamental Research Team 및 Global Markets Intelligence Group의 주식 및 
채권 리서치를 사용하여 당신의 투자전략을 향상시키십시오.

스크리닝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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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십시오. 
•  S&P Capital IQ의 Excel Plug-In을 사용하여 재무모델 및 데이터분석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십시오. 웹기반 플랫폼과 완벽하게 통합된 Excel Plug-In은 금융, 시장 및 기업 데이터들을 
유사기업 목록, 공시 보고서 및 기타 정보들과 함께 매우 쉽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Excel상에서도 재무항목이 발췌된 소스문서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S&P Capital IQ의 Microsoft Office®용 패키지인 PresCenter를 사용하여 모델 생성 및 프리젠테이션 
작성이 쉬워집니다. 단축키 명령어를 사용하여 Excel 모델을 손쉽게 편집하고, Powerpoint와 
연동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 포함된 Report Builder 툴을 사용하여 특정 기업 또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상세 리포트를 
생성하십시오.  리포트의 내용 및 표시 순서, 회사로고 및 법적책임부인 추가 등 리포트의 스타일 
및 레이아웃을 전반적으로 맞춤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어플리케이션 
전문가들이  
모델변환, 시연, 
심화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Excel Plug-In

Pres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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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및 분석툴들을 활용하십시오. 
데이터 정확도

당사는 숙련된 자료수집 전담팀을 운용하여, 일주일 내내 24시간, 모든 시장에 공시된 회사 
공시자료들을 공시 후 수 시간 이내에 수집, 처리 및 검증합니다. 자료수집팀은 세계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다년간 협업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NTENT

기업 정보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연락처, 경쟁사, 거래관계, 감사인, 재무비율 및 경영구조 등.  
61,000 개 이상의 상장기업 및 4,000,000 개 이상의 비상장사 정보 보유

S&P Capital IQ 
Financials –  
상장사

보도자료에서부터 최초 공시 및 추가 공시를 포함한 모든 공시자료에 대한 금융정보.  
전세계 시가총액의 99%에 달하는 79,000개의 기업 및 45,000개 상장사의 정보 포함

S&P Capital IQ 
Financials – 
비상장사

비상장사 700,000 만개의 재무제표 보유 – 13,000여개의 공채발행 비상장사.
모든 비상장사 재무제표는 상장사 금융정보 및 시장 데이터들과의 비교를 위해 표준 
화되어 있음

개별산업 금융정보 다음 17개 산업군의 상세 재무계정 제공: 항공, 자산운용, 은행, 의료서비스, 주택건설, 
호텔 및 게임, 보험, 인터넷 매체, 관리 의료, 금속 및 채굴, 석유 및 가스, 제약 및 
생명공학, 부동산투자신탁, 요식업, 유통, 반도체 및 유무선통신.  다음 7가지의 산업특화 
재무제표 규격화 템플릿 제공: 산업(기본 템플릿), 은행, 중개업, 금융서비스, 보험, 
부동산 및 공익(수도, 가스, 전기 등) 사업

자본 구조 회사의 자본 구조 중 부채자본 및 자기자본에 대한 상세 정보. 
부채자본 구성 데이터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 51,000개 이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자기자본 구성 데이터는 81,000개 이상의 정보를 포함.

채권 채권발행사 – S&P 및 무디스 등급, 주요 신용비율, 부채자본구조, 만기일정, CDS 데이터 
및 최신 발행 정보 등을 포함.
채권 – 쿠폰정보, 평가, 전문가견해, 증서 및 신탁증서, 주식안내서 및 신용장약정서 등의 
주요 문서들을 포함

투자 리서치 전 세계의 1,600 여 개의 독립 및 시장 리서치 기관들로부터 입수한 주식, 채권, 산업, 
경제 및 전략 리서치들에 대한 1,400 만여 개의 리포트들로 구성

S&P Capital IQ 
컨센서스 추정치

650여 개의 증권사로부터 취합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18,000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세 추정치 (EPS, 매출, EBITDA등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 소스 문서와 
연계된 장기성장률, 목표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투자인력, 유한책임 투자자, 투자 기준 및 펀드 데이터를 포함한 25,000 여 개 사모펀드/
벤처자본 회사 정보

전문가 프로필 약력, 연락처, 학력, 연봉, 소속 및 기업 이사 등재 현황 등을 포함한 3,300,000 여 명 
전문가들의 프로필

주요현황 및 최신뉴스 113개 이상의 주요현황 유형 및 2만개 이상의 뉴스소스들에 대한 정보.
주요현황 유형은 발표 및 완료된 거래, 기업예측 및 등급, 관련 기업 구조 및 배당금/
주식분할 등을 포함

거래 인수합병, 주식 및 신규 회사채 발행, 사모발행, 자사주매입 및 기업분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을 위해 수백여 가지의 데이터 항목 적용

주주현황 펀드 및 기관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지분 정보 이력 및 현황

상품 1970년도 이후의 400여 개 증권에 대한 이력을 포함한 상품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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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거시경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고용, GDP, 국제수지, 경상지수, 그리고 환율 및 주가 지수 
데이터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력 및 예측 데이터

시세 및 거래 데이터 전 세계의 99개 국가 및 157개 주식 시장의 주가 및 기업활동 데이터

TOOLS & ANALYTICS

Excel Plug-In Excel Plug-In을 사용하여 웹 플랫폼 상의 정보를 Excel 환경에서 유동적으로 열람하고 
다양한 맞춤형 수식 및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트레이딩, 기업 및 채권 비교분석, 인수합병 및 차입매수(LBO) 모델 등에 대한 110여 
개의 모델, 리포트 및 차트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sCenter Powerpoint PresCenter를 사용하여 모델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업데이트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cel, Powerpoint 및 Word 간의 연동은 파일 사이의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Outlook® Plug-In 플랫폼의 Event Calendar에 등록된 투자자 회의 및 수익 결산 일정들을 Outlook 
캘린더와 동기화하십시오. 플랫폼 상의 업무 기록을 이메일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Screening & 
Targeting

S&P Capital IQ의 방대한 금융 및 정성적 데이터 항목들을 기준조건으로 활용하여 단일 
화면에 아이디어 및 타겟 리스트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Charting 플랫폼상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시각적 추세분석을 위해 차트화합니다.  차트들은 
개별적으로 저장하거나 앨범으로 그룹화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Credit Analytics* Credit Health Panel은 모든 기업들의 영업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하여 제공합니다.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S&P 
Capital IQ의 부도확률 및 CreditModel® 이(예비신용등급) 포함됩니다.

Report Builder 플랫폼 상에서 집계된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기업 또는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Word, PDF 또는 Excel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Document 
Management

플랫폼 내에서 바로 프로젝트 팀 멤버들과 협업하여 거래관련 및 기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스크리닝 결과, 피어분석, 차트 및 기타 문서, 그리고 업무, 과제, 
주요시점 등을 공유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 툴은 플랫폼에서 저장하거나 
출력한 리포트 및 문서들에 대한 중앙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Relationship 
Management

지인관계를 당사의 전문가 및 기업 정보들과 동기화하여 기존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atch List Screening, 알림, Excel Plug-In 및 Real-Time Workstation 등에서 사용할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장하십시오. 관심 기업리스트를 대시보드에서 맞춤 설정하시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Alerts 이메일 또는 어플리케이션 상의 알림 기능을 사용하여 주요 현황, 시세변동, 투자리서치 
및 스크리닝 결과의 변화 등과 같이 특정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식별하십시오.

Real-Time 
Workstation

Real-Time Workstation을 통해 귀하의 관심 리스트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세, 뉴스 
및 차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십시오.

Portfolio Analytics* 일일 보유주식현황을 업로드 하여 장중 입금 및 위험노출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별 분석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위치에서 뉴스, 투자 리서치, 트랜스크립트 등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Alpha Factor Library* 주요학술지와 최신 전문가 견해를 아우르는 S&P Capital IQ’s Quantamental 
Research 기사와 연계되어있는 주식종목 선택 카탈로그와 산업별 동향 정보를 이용하면 
투자 스크리닝과 후보 목록 구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Introductory access to these tools are included with your S&P Capital IQ platform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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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그 어느 내용 (등급, 신용관련 분석 및 데이터, 모델,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관련 어플리케이션 또는 출력물 포함)도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또는 그의 자회사 (S&P로 통칭)의 사전 서면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도 수정, 역설계, 재생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화 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불법적이거나 비인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P 및 기타 제 3 
제공자와 당사의 이사 및 임원진, 주주, 직원 또는 대리인 (S&P 관계자로 통칭)은 본 문서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또는 가용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S&P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 문서의 내용에 대한 오류 및 누락 (부주의 포함), 그리고 그것들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또는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내용물은 “AS IS”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S&P 
관계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보증은 다음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특정 목적 또는 사용에 대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보증과 버그 등에 대한 무결점성 및 소프트웨어 관련 오류 및 결함에 대한 보증, 그리고 내용물의 기능에 중단이 없을 것 또는 내용물이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  어떠한 경우에도 S&P 관계자는 내용물의 사용과 관련된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 부대적 
손해, 징벌적 손해, 특별손해 및 제반 비용, 법률비용 또는 손실 (부주의로 인한 수익 및 이익 상실, 기회비용 또는 손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에 대하여 
그러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사전 충고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내용물에 포함된 신용등급을 포함한 신용 관련 및 기타 분석 및 공지는 해당일 당시의 의견으로서 명시된 것이며 사실에 대한 공지가 아닙니다.  S&P의 의견, 
분석 및 등급 공지 (아래 설명)은 주식의 매입, 보유 또는 매각 또는 기타 투자결정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특정 증권의 적합성을 다루는 것 이 아닙니다. S&P
는 본 문서의 출판 이후 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투자 및 기타 상업적 결정과 관련하여 내용물에 의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물은 임직원, 고문 및 클라이언트의 판단력 및 경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P는 신탁 및 투자 고문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S&P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소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S&P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취득한 정보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및 독립적 검증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아니합니다.

규제 상의 목적들을 지키기 위해 규제기관들이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에서 공표한 등급을 그 외의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을 허가해 준 범위 안에서, 
S&P는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거나 철회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S&P는 인정을 부여, 철회, 유예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P는 사업 단위들의 특정 활동들을 서로에게서 분리시켜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는 사업 단위들 각자의 활동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S&P 산하의 한 사업 단위는 다른 사업 단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S&P는 각 분석과정과 관련하여 
얻어진 비공개 정보들의 기밀 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수립해 왔습니다. 

S&P는 등급 평가와 특정한 분석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증권 발행사나 증권 인수업체 또는 채무자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당사의 의견이나 
분석을 전파하는 권한은 S&P가 갖습니다. S&P의 공개 등급과 분석들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standardandpoors.com (무료), www.ratingsdirect.com,   
www.globalcreditportal.com (구독료 있음)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S&P의 간행물과 제3의 배포업체를 포함한 그 외의 방법들로도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등급 평가 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standardandpoors.com/usratingsfe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S&P Capital IQ의 고객지원 전담팀은 귀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적용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  24/7 고객 지원팀: 당사의 고객지원 전담 애널리스트들은 상품구성, 자본시장 및 산업특정 워크플로우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고객지원팀은 전 세계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잡하고 
분초를 다투는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전담팀: 전직 투자은행 종사자들로 구성된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전담팀은 엑셀 모델을 

S&P Capital IQ 플랫폼에서 운용하기 위해 엑셀 모델을 변환하는데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모델 제작 및 엑셀 Plug-In에 포함된 코어 모델 라이브러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스크리닝 및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전담팀: 이 팀은 스크리닝 툴의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대신하여 복잡한 스크린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또한 각 고객들의 워크플로우에 특화된 S&P 

Capital IQ 플랫폼을 제작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전담팀: 당사의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당사의 PresCenter 툴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resCenter를 사용하여 기존 및 신규 파워포인트 및 워드 
프리젠테이션을 엑셀과 연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단축키 설정 및 맞춤형 컨텐츠 라이브러리 설정과 
같은 고급 교육 및 컨설팅 또한 제공합니다

S&P Capital IQ
McGraw Hill Financial (NYSE:MHFI)의 관계사인 S&P Capital IQ는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과 투자 및 
상업 은행, 투자고문 및 자산관리자, 기업 및 대학들에게 멀티자산 등급 데이터, 리서치 및 분석을 
제공하는 업계선두기업입니다.  당사는 실적을 추적하고, 알파를 생성하며, 신규 거래 및 투자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위험성 평가 및 완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S&P Capital IQ는 S&P Capital IQ 플랫폼, Global Credit Portal, 및 MarketScope Advisor 등과 같은 
데스크탑 솔루션, S&P Securities Evaluations 및 Global Data Solutions 등과 같은 기업 솔루션, 그리고 
Leveraged Commentary & Data, Global Markets Intelligence, 및 기업 및 펀드 리서치 등과 같은 리서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오늘날의 투자자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