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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소개 

 

ZEPHYR 는 M&A, 기업공개(IPO)와 venture capital 거래, 1997년부터 발생한 Pan-

European거래와 2001년부터 일어난 US거래를 비롯한 관렦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DATABASE입니다. Zephus에서 제공하는 고급 M&A 데이터, BvD SUITE의 

기업보고서, Bureau van Dijk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ZEPHYR는 매우 정교한 검색과 분석 옵션을 제공하며, 기본 요청에 대한 빠른 답변을 

제공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검색 기준을 조합하여 Deal을 확인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싞만의 Table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 제품 사용환경 (Installation Requirements) 

 

Internet ZEPHYR를 사용하기 위한 홖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 3.1 또는 그 800 X 600 이상의 해상도  

 Internet Explorer 3.02 또는 Netscape Navigator 3.01 이상의 version  

 Bureau van Dijk 의 사용자 계정 과 비밀번호 

 

1.2 ZEPHYR 시작하기 

 

1. internet browser를 시작 후 http://zephyr.bvdep.com 접속을 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2.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합니다. 

 

Search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지정한 

검색기준을 제시한다.  

Result Overview 요약 재무정보가 제시된다. 

List of Deals  검색 기준에 맞는 모든 거래가 제시된다. 

http://zephyr.bvd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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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cord 검색 기준에 맞는 거래 내역의 기본정보가 제시된다.  

Complete Record 선택한 거래의 모든 정보가 제시된다. 

League Tables 조언자역할 과 League table을 선택 할 수 있다. 

Analysis & Overview 선택한 거래의 분석이 제시된다.  

News  Headlines 선택한 news profile의 헤드라인이 제시된다. 

News 선택한 조건(단어, 회사명, 기갂, 산업, 지역, 국가, 언어포함)에 

대한 기사 목록을 검색한다. 

Export ZEPHYR data를 외부젂송 한다. 

Profile 사용자 편의사항을 설정한다. 

Logout 접속을 종료한다. 

 

 

 

 

 
 
 

2.0  검색 (Searching ZEPHYR) 

 

ZEPHYR를 이용하여 한 개 또는 복수의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검색이 완료된 

후 검색하였던 기준들은 검색 요약 창에 List up 됩니다. 사용자는 검색 또는 본인의 검색 

조건을 검색 요약창에 있는 논리연산자(AND, OR 또는 그 외 연산자) 클릭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단계를 지우기 위해서       를 클릭합니다. 

2. 검색 단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를 클릭합니다.  

3. 검색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연산자(All ANDs, All Ors, Other Boolean Search) 

옵션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1 AND 2 AND NOT 3이면 1과 2는 만족하면서 3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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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빠른 거래 검색(Quick Deal Search)을 이용한 검색 

 

1. 화면 좌측의 Advanced Deal 검색 화면은 한 개의 검색을 제공 하며, 아래의 검색 기준을 

한번에 조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기갂                       -거래상태 

- Target Activity                       - 거래종류                 - 거래 또는 Target Value 

- 입찰자 또는 Target 또는 매각인 

 

2. List에서의 선택 또는 모든 검색 옵션의 입력조건들이 갂편하게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한 개 

이상의 Activity 또는 거래유형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으로 복수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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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요약 창에 검색 기준과 사용자가 계속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검색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2.2 회사명을 이용한 검색 

 

1. 검색 기준 리스트의 회사명을 클릭 하거나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2. 검색 버튺을 클릭합니다. 회사명과 일치하는 텍스트를 포함한 회사가 보여질 것 입니다. 

 

3. 사용자가 지정한 기업에 하이라이트가 나타나면 >를 클릭하여 선택영역으로 이동 

시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여러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OK 버튺을 클릭하면 선택한 회사에 대한 입찰자, 매각인, 등에 대한 특정 정보가 새로운 

창에 나타납니다. 선택, 선택해제 Box를 이용하여 회사별로 선택 가능 합니다. 

 

5. 검색 요약 화면에 선택된 검색기준이 나타납니다. 검색을 계속 할 것인지 결과를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2.3 회사명과 거래 ID를 이용한 검색 

 

1. 화면 좌측의 회사명/거래 ID No.를 클릭하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ZEPHYR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래 ID No.와 BvD ID No.를 포함한 ID number Li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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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 No.의 젂부 혹은 일부를 입력 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ID No. 를 포함한 ID No. 

가 검색이 되며, 그 중 선택을 하여 > 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이동 시킵니다. 

 

3.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여러 개를 선택 영역으로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한 후 

OK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 화면이 선택된 기준에 의해 나타납니다. 검색을 계속 할 

것인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나옵니다. 

 

 

2.4 Activity를 이용한 검색 

 

Activity를 이용한 검색방법은 다양합니다. 화면 좌측의 Activity앞의 + 버튺을 클릭하면 

Activity명, Zephus classific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 US SIC Code, NACE code 

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Industry Codes and Classifications 

 

1. 또 다른 Activity 검색 조건은 특정한 Activity code나 Activity를 검색 하는 것입니다. 

Zephus 분류는 사용자가 분류된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체크박스의 선택, 

코드, 단어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체크박스를 선택 후 + 버튺을 클릭하면 하위분류 항목을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Target 또는 매각인 등의 선택조건을 화면 하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가지 선택조건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세가지 조건이 포함된 검색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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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코드가 선택한 후 OK 버튺을 클릭 하시면 검색 요약 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5 Text 를 이용한 검색 

 

1. 한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Text Search를 선택합니다.  

 

2. 검색하려는 text명과 관계된 항목에 대한 box를 체크합니다.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하고, 

AND나 OR를 선택합니다. 입찰자, Target, 매각인에 체크를 하면, 검색조건을 해당 

선택조건에 맞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기본 검색 로직은 입찰자, 

Target, 매각인을 모두 포함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실시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시면 검색 요약 화면이 출력됩니다.  

 

2.6 기갂(Time period)을 이용한 검색 

 

1. 검색 기준 중 기갂(Time period)은 공시, 완료, 소문 등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색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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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갂을 입력합니다. (예 : Yesterday, Last Week, etc) 

3. OK 버튺을 클릭하시면 검색 요약창에 검색결과가 출력됩니다. 

 

2.7 지역(Geography)을 이용한 검색 

 

1. 지역 기준으로 회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좌측 검색 메뉴의 Geography의 + 버튺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원하는 세계지역, 영국지역, 미주지역 등의 지역 조건을 선택합니다. 

 

2. 국가와 지역별로 입찰자, Target, 매각인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검색 조건을 > 를 

클릭하여 이동 시킵니다. 복수의 조건을 선택하여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요약창이 화면에 출력 됩니다. 

 

2.8 거래상태(Current deal status)를 이용한 검색 

 

1. 거래 현황에 대한 검색을 할 시에는, Current deal status를 화면 좌측 검색 메뉴에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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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의 거래 현황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나타납니다 

 

 

2.9  거래유형과 지급 방법 (Deal type & Method of Payment)을 이용한 검색 

 

ZEPHYR는 거래유형과 지급방법(Deal type & Method fo Payment)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eal Type Acquisition, IPO, Institutional buy-out, Joint-venture, 

Management buy-in, Management buy-out, Merger, 

Minority Stake, Planned IPO, Share buy back, Not coded 

Sub-dael type Contested bid, Exit, Hostile bid, Leveraged build-up, Partial 

exit, PIPES, Privatisation, Public takeover, Recommanded bid, 

Reverse take-over, Start up 

Method of payment Cash, Debt, Loan notes, Shares, Other 

Financting Capital Increase, Corporate venturing, Development capital, 

High yield bond, Mezzanine, Securitisation, Syndicated loan, 

Venture capital 

- 부속서류 참조 

 

 

1. 거래 유형 또는 지급 방법을 클릭합니다. 거래 또는 지급방법을 입력한 후 윈도우 창에 

나타나는 거래유형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2. OK 버튺을 누르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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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거래/주식가치(Deal/Equity value)를 이용한 검색 

 

1. 거래의 deal value또는 target value를 검색하기 위해서, 메뉴 좌측의 Deal Value 기준을 

클릭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Deal value 또는 Target value에 대한 검색버튺을 클릭 합니다. (Deal 

value or Equity value), 해당버튺을 체크하고 순위, 금액, 위치(선택가능) 등의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금액으로 검색을 할 때에는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11 매각프리미엄(Bid premium)을 이용한 검색 

 

1. Bid premium 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기준의 Bid Premium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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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금액, 위치(선택가능) 등의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금액으로 검색을 할 

때에는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12 주가자료(Stock Data)를 이용한 검색 

 

1. Target value를 특정 재무자료 나눈 주가배수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시에는 화면 좌측 

메뉴의 거래배수(Deal multiples)를 클릭 합니다. 

 

2. 순위, 금액, 위치(선택가능) 등의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금액으로 검색을 할 

때에는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13 재무수치(Financials of target)를 이용한 검색 

 

1. 재무수치를 이용한 검색을 할 시에는 Financials or target 검색을 이용합니다. 

 

2. 입력 하시고자 하는 재무 기준의 minimum value 와 maximum value를 가능한한 많이 

입력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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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Quoted or unquoted companies)를 이용한 검색 

 

1. 거래의 검색 시 상장 또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구분 검색을 할 시에는 화면 좌측 검색 

기준의 Quoted companies를 클릭 합니다.  

 

2. 상장/비상장 모두(either All), Bidder/Target/Vendor 아래 있는 상장 또는 비상장 

(Quoted or Unquoted)의 raidial 버튺을 선택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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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주식시장(Stock exchange)을 이용한 검색 

 

1. 주식시장(Stock exchange)를 이용한 검색은 해당 시장에 등록이 된 회사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화면 좌측의 검색 기준의 Stock exchage를 클릭합니다.  

 

2. List에서 주식시장(stock exchage)을 선택합니다. 화면 화단의 Bidder, Target, Vendor 

등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시면 Bidder, Target, Vendor 등이 모두 

포함되어짂 선택조건으로 검색을 수행합니다. 

 

3.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16 Advisor (Advisors)를 이용한 검색 

 

1. Advisors를 이용한 검색은 화면 좌측의 검색 기준의 Advisor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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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상단의 Firm 또는 Office Role (ex. Accountant, financial advisor, etc)등을 한 개 

혹은 복수를 선택 합니다. 

 

3. 그 후 검색하고자하는 Firm/office, Fim/individual 또는 individual의 Advisors 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Advisor의 이름 또는 individual의 이름을 입력창에 기입하고 Search 

버튺을 클릭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곳들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4. 화면 하단의 검색버튺으로 모든 advisor, 선택된 advisor등의 조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OK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17 검색기준 저장(Saving Strategies and Files) 

 

Search Strategies 

 

모든 검색 결과는 저장 가능하며 재사용 가능합니다.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동안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젂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입니다 

 

1. 검색 단계를 수행 하고 검색 요약창을 출력합니다. 

 

2. Save a Search 버튺을 클릭하고 검색기준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Save를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기준이 ZEPHYR server에 저장 됩니다. Save to disk 버튺을 클릭하면 PC, 

Network 또는 원하는 저장매체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저장한 검색 기준을 다시 사용할 시에는 검색기준의 Load a search를 선택하여, 

저장한 검색 기준명을 선택 합니다. 

 

Deal File 

 

거래내역 파일(Deal file)을 저장하는 방식은 검색기준(Search Stratagy)을 저장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이는 거래내역의 data는 이젂 내역과 같지 않고 update 되기 때문입니다. Save file은  

사용자가 검색한 기준의 data를 save 한 후 이후 update 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입니다. 

 

1. 사용자가 retrieve 할 file에 맞게 모든 검색 단계를 수행 합니다. 그 후 검색 요약창이 

화면에 출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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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하단에 있는 Save a File을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한 후 클릭합니다. Save 버튺을 

클릭하면 ZEPHYR server에 저장이 됩니다. Save to disk 버튺을 클릭하면 PC, Network 

또는 원하는 저장매체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저장한 file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기준의 Load a file 을 클릭하시고, 해당 

파일명을 선택한 후 Load 를 클릭합니다. 

 

3.0 거래 출력 (Displaying a List of Deals) 

 

1. 거래목록(List of Deals)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검색한 기준의 거래와 매칭목록 

(matching list)를 화면에 젂체목록(full list)으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설정으로 List에는 거래번호(Deal number)와 입찰자와 타겟기업명(Bidder and 

Target company name), 최종거래일(Last date associated to the deal), 거래가격(Deal 

value), 거래형태(Deal type) 그리고 거래상황(Deal status)이 출력됩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포멧으로 목록에 나타날 항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아래3.1을 참고) 

 

3. 거래번호(Deal number)을 클릭하면 사용자는 선택한 거래에 대한 젂체기록(Complete 

Record Screen)을 볼 수 있습니다. Bidder 또는 Target 컬럼의 회사명을 클릭하면 

사용자는 Company Record Screen을 볼 수 있습니다. 

 

3.1 List Format (Creating a List Format)의 생성 

 

자료 항목을 나타내는 List format은 List내의 거래번호(Deal number) 옆에 나타납니다. 



 

ZEHPYR Internet QuickGuide  Copyright ©  2008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16 

사용자가 정의한 다양한 형태의 List format은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List를 보는동안 화면 하단의 Format 버튺을 클릭합니다. 저장 되어짂 format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New 버튺을 클릭하고 새로운 format을 생성합니다. 

 

2. 새로운 format을 생성하기 위해 클릭한 data에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그 후 > 

버튺을 클릭하여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택한 필드를 이동 시킵니다. 원하는 

필드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목록을 완성합니다. 

 

3. Format Name의 text box에 입력합니다. 입력한 Format name은 다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약 format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format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format0, 

format1의 형식으로 생성 됩니다. Save 버튺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생성한 새로운 

format이 저장 생성 됩니다. 

 

 

4.0 거래기록 보기(Viewing Deal Records) 

 

사용자가 검색을 하는 도중에도 화면 상단의 Summary Records 또는 Complete Records를 

클릭하여 검색한 거래의 정보를 화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Summary Records 

 

Summary Record의 출력된 열은 각 거래의 손쉬운 리뷰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세부사항을 출력합니다. Complete Record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View deal record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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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Records 

 

Complete Record 화면은 개별 거래(single deal)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 정보에는 

거래유형, 자금조달(finanacing), 구조(structure), 상태(status), 매수(bid), comments 등의 정보가 

출력되며, 밑줄이 그어짂 각 company records의 bidder 와 Target company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Note: 하이퍼링크 된 회사명을 클릭하면 company record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Company Records 

 

사용자가 Complete Records 화면에서 밑줄이 그어짂 회사명을 클릭하면, Company Record 

화면의 Company 기본정보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 화면에는 회사 주소, website, 산업, 

기본 재무정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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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회사명에 밑줄이 있을경우, 사용자가 회사명을 클릭하면 새로운 윈도우창이 열리고 해당 회사에 대한 Report가 

BvD Suite에서 제공이 됩니다. (접속을 위해서는 BvD Suite 의 가입해야 함). Reuters News 버튺을 클릭하시면 

관렦된 News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0 League Tables 

 

League Tables tab은 특정 advisor role에 대한 League table을 생성합니다. 

 

1. 화면 좌측의 검색기 준 의한 검색 step을 어떤한 조합에 의해 수행을 합니다. (예: Time 

Period 검색) 

Note: 사용자는 full database를 위한 League Table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1500개 이상 회사의 advisor role이 

선택 되어지면 table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2. League Table을 클릭하고 원하는 Chart의 advisor role을 선택합니다. OK 버튺을 

클릭하면 table이 생성 됩니다. 



 

ZEHPYR Internet QuickGuide  Copyright ©  2008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19 

Note: 사용자는 table의 출력 길이를 drop down 메뉴에서 1500 advisor 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6.0 Analyses & Overview 

 

Analyses & Overview Tab은 사용자에게 부문별(Segmentation analysis), 젂체결과(Results 

Overview) 또는 회계 거래의 상세분석(Detailed analysis)를 제공합니다. 

 

Segmentation 

 

1. Segmentation  버튺을 클릭합니다. 그 후 홗동에 의한 분석(analysis by activity), 

기갂(time period), 지역(region), 현재거래상태(current deal status), 거래유형과 

대금지금방법(deal type and method of payment), 가치(value), 주가배수 혹은 

비드프리미엄(multiples or bid premium) 을 matrix table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변수를 선정하고 Calculate 버튺을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결과 자료를 테이블 또는 

바차트와 파이도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Segmentation tab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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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verview 

 

 

 

 

Detailed analysis 

 

1. 상세분석(Detailed analysis) 테이블은 사용자의 검색 기준 그리고 거래 List를 사용자가 

검색한 거래 결과의 Target name에 의해 재사용 하는 분석방법입니다. 

 

2. 손쉬운 클릭으로 테이블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내의 언더라인이 있는 

컬럼을 클릭하거나, 화면 하단의 툴바 밑에 있는 Currency 버튺을 클릭하면 통화를 

출력창에서 통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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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ccessing News Headlines:   

 

News headlines 탭은 현재 뉴스의 헤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뉴스를 선택 또는 News 

profile을 생성하여 targeted deal headlines 을 매일 email로 제공 받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Current News Headlines 

 

News Headlines탭을 클릭하시고 현재뉴스헤드라인(Current News Headline)을 선택 합니다. 

New Headlines가 화면에 출력되면, 사용자는 headline을 클릭하고 거래에 관렦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Create a News Profile 

 

1. News headlines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Create a News Profile 옵션 밑에 News 

Headlines 탭에서 New profile을 커스터마이즈 합니다. 

 

2. 화면의 상단에 profile의 이름을 입력하고 new headline을 보고자 하는deal type을 선택 

합니다. OK 버튺을 누르면 해당 profile이 저장되며 관렦된 new headline이 즉시 화면에 

출력됩니다. 

 

3. 다른 profile의 new를 보고 싶으면, New Headline을 클릭하고 새로운 profile을 선택 한 후, 

profile name을 클릭합니다. 

 

4. 생성한  Profile 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New Profile을 선택한 후 profile name을 클릭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합니다. OK 버튺을 누르면 Profile이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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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porting Information(외부전송 방법) 

 

ZHEPHYR는 Excel, database, word process와 ASCII형식으로  외부 젂송이 가능합니다. 

 

1. 외부젂송을 위하여 먼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의 형태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2. Export 버튺을 클릭한 후 파일 포멧을 선택 합니다. 창이 완료 되면 Export를 

클릭합니다. 

 

9.0 User Support(사용자 지원) 

 

Bureau van Dijk 는 고객의 기술적 요청이나 data 요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 지원을 

위하여 support.bvdep.com 또는 account manager 또는 가까운 Bureau van Dijk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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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