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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소개 
NICE평가정보㈜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 출범
한 이래 우리나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를 선도한 국내 최고의 종합신용정보 기
관입니다 

BRAND POWER CONTENTS EXPERTISE 

  국내 최초 신용평가사 
 국내 최고의 공정성과 신뢰성     

(국내 금융기관 지명도 1위)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사인 

Moody’s와 합작법인  

  신뢰성 있고 광범위한 정보원 
  국내 최대의 신용정보 보유  

– 개인정보: 3,600 만 명 
– 기업정보: 240만 사 

  축적된 신용분석 능력 
 국내 최대 금융기관 신용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신용정보 구축/관리/처리 노하우 

기업정보 개인정보 

• CB서비스 
• 솔루션사업 
• E-Business 

• 기업정보조회 
• 신용관리솔루션 
• 기업평가 
• 컨설팅 

 NICE평가정보만의 경쟁
력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의 금융거래 
전 과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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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DATABASE의 특징 

국내 최대의 DB 보유량 

상장/코스닥/외감법인의 최장 30년간 재무 시계열자료 확보 
 다양한 비재무항목 정보 보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체계적 DB화 제공 

전문인력의 정확한 DB관리 
CPA포함 150여 명의 전문 DB관리인력을 활용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제공하는 표준재무제표 보유 
국내 정보제공기관  및 금융감독원과의 실시간 연결체제를 유지하여 

기업정보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분석정보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재무제표 관리시스템으로 산업 내 기업간 비교분석 용이 
신용공여정보, 법정관리 및 화의 정보, 소송 정보,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  

신용분석에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 
프리미엄서비스를 통한 추가적인 심층분석정보 제공 

※ KISLINE 기업정보 보유현황(‘13.08 기준) 

구
분 

공개형태 업체수 
규모별등록수 

대기업 중소 

유
가
증

권 

일반 765 618 144 

관리 14 11 3 

계 779 629 147 

코
스
닥 

일반 967 352 615 

관리 26 3 23 

계 993 355 638 

상장코스탁소계 1,772 984 785 

외감법인 18,708 3,291 15,416 

등록외감소계 18,708 3,291 15,416 

일반법인 619,824 1,200 618,346 

개인회사 281,620 2 280,908 

공
기
관 

공공기관 273 9 24 

학교 13,824 0 66 

병원 1,538 0 208 

기타 40,897 9 20,468 

계 56,532 18 20,766 

외감이하소계 957,976 1,220 920,020 

피흡수 6,634 620 5,730 

폐업 865,947 410 848,456 

기타 113 23 81 

기타소계 872,708 1,053 854,281 

총계 1,851,184 6,548 1,790,522 

신설법인 565,264 0 0 

총합계 2,416,448 6,548 1,790,522 

* 일부 미등록 업체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규모별 업체분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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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DB제공 프로세스 
다양한 정보 입수처에서 수집한 기업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DB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수 입력 및 변환 Data 처리 정보분류 DB관리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연구소 
•언론기관 
•기타 

개요 

재무 

현황 

인물 

뉴스 

입력 
DB 

Gathering 

Analysing 

Cleansing 

Matching 

Normalizing 

서비스 
DB 

전송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연구소, 언론기관 등에서 관련지식과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결제원, 서울보증보험,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 금융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협, 교보생명, 산은캐피탈 등 
•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 하나, 현대 경제연구소 등 
• 언론기관: 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기업정보 

산업정보 

그룹정보 

금융정보 

인물정보 

뉴스 

계산 
DB 

비율분석 
합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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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서비스 개요 
신용평가, 리스크관리, 경제분석, 법인영업 및 기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산업, 그룹, 금융, 인물 등 대한민국 표준 지식 DB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지식포탈서비스 입니다 

※ KISLINE 메뉴 구성 

기업 및 산업분석 최적 솔루션 
• 상장/코스닥/외감/일반 약 210만 사의 표준  
재무제표 제공 

• 최장 30년 이상의 시계열정보 보유 
• 산업 및 그룹 합산재무제표/순위 제공 

편리한 User-friendly 기능 
• 마이페이지를 통한 개별화된 정보수집, 분류 
가능 

• 조회화면의 손쉬운 엑셀전환, 워드전환,  
  프린트 출력, PDF전환  
• 관련 산업, 그룹, 뉴스 등 연관정보가 링크되는 
기업정보 포탈서비스 

다양한 프리미엄서비스 
• KIS의 재무제표 맵핑로직을 통한 정확한 IFRS 
장기 시계열 변환본 제공  

• 재무제표 조회와 동시에 편리한 주석조회  
• 리서치 리포트서비스: 증권사/연구소 제공   
각종 분석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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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기업정보서비스는 국내 약 240만개 기업에 대한 개요, 현황, IR, 재무사항 등 기업관련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정보 
– 재무제표, 재무비율, 재무순위, 

현금흐름분석 정보 
–  최장30년의 시계열자료 보유 
– K-IFRS 및 K-GAAP 재무제표     

변환서비스 
–  주석연결서비스 

기업 개요정보 
–  대표자, 주주현황, 사업현황 등 
–  기업지배구조분석  
–  신설법인, 외국인투자법인,     

벤처기업 등의 특수기업 정보 
–  해당기업관련 실시간 뉴스 
–  다양한 옵션 활용한 조건 검색 

기업신용정보 
– 3개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

회사채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 은행연합회의 법인 불량거래  

정보 및 당좌거래정보 
– 자체 개발 KIS신용등급을 통한 

기업신용위험의 계량적 평가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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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산업정보서비스는 국내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분류에 따라 산업별 개요 및 재무정보와 
분석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무정보 
 
–  산업합산 재무제표  
–  산업합산 재무비율  
– 산업 내 기간별 재무순위 및  

산업간 재무순위 
 

산업 개요정보 
– 대/중/소/세/세세 분류별         

산업 설명 
–  산업전체 동향정보 
–  산업 내 기업 동정   
–  해당산업관련 실시간 뉴스 

산업분석보고서 및 통계자료 
– 주요산업에 대한 KIS산업분석  

보고서 
– 통계청 제공 제품수급정보  
– 수급동향, 수익성, 산업연관지표 

및 거시지표 주제별 통계자료 
–  수출입동향 등의 무역통계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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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그룹정보는 특정기업집단의 사업구조, 계열사현황, 계열사 및 그룹합산재무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룹 재무정보 
– 그룹 합산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상황 
–  그룹 합산재무비율 분석  
–  그룹별 재무순위 
 

그룹 개요정보 
–  각 그룹의 개요, 연혁 
–  그룹 사업현황 Matrix 
–  그룹 지분구조 
–  해당그룹관련 최신 뉴스 
–  다양한 옵션 활용한 조건검색 

그룹 계열사 정보 
–  계열사현황 및 경쟁기업 분석 
– 계열사 간 상호거래내역, 지급

보증 및 채무자료 
–  계열사 신용도 판단 
–  계열사 재무항목 및 비율 비교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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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금융정보서비스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산업은행 등의 출처에서 실시간으로 
종합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  채권시장동향 분석 
– 실시간수익율, 시가평가기준 

수익율, 최종호가수익율 
–  일일 및 주간 채권시황   

주식시장 
– 상장기업별 장내동향 및 영업

전망 분석 
– 종목별 주가 (현재가, 호가,     

거래량, 주가지수 및 주가평균) 
–  거래소제공 실시간시세 

외환시장 
– 국제환율 및 금리, 환거래,     

대외거래 시장 동향 분석 
–  원/달러 환율추이 및 전망 분석 
–  통화별 외국환매매율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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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재계 및 정계 주요인물의 학력, 경력 사항 등의 상세정보와 주요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물뉴스 
– 주요 경제지, 종합지, 전문지에 

실린 인물관련 실시간 뉴스 
– 인물들의 동정 및 주요 활동  

사항 
–  인사 
–  부고 

인물상세정보 
–  현직 및 경력사항 
– 출신지역, 출신학교, 생년월일, 

취미 등 다양한 정보 
– 직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 

다양한 조회옵션을 활용한   
조건검색  

뉴스 
– 출처: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기관 

–  주제별 분류 
– 키워드, 카테고리, 기간별 검색 

등 조건 별 기사검색 서비스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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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제공 Contents 

프리미엄서비스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기업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산업 금융 그룹 인물 뉴스 Premium 

•  K-IFRS ↔ K-GAAP 재무제표 변환  
서비스 

• 엑셀상에서 재무제표 다운로드 가능 
• 재무제표와 결합한 주석원문 조회 

•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 매입 
등의 정보  

• 기업별/계열별 신용공여정보  

•  국내 최대 특허정보회사 WIPS와 제휴 
• 기업의 R&D 투자 –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 획득 – 매출신장 Cycle을  
  한 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기업, 산업, 경제 분석보고서 

• 출처: 국내 각 증권사, 삼성경제연구원, 
KPMG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 

• 거래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등의        
신용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 금융/비금융 불량거래정보, 연체 및   
체납정보, 법정관리 및 화의정보 등  

• K-IFRS 전면도입으로 인해 복잡해진  
 재무제표 계정을 해당 주석과 연결하여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R&D 특허분석 
서비스 

주석 연결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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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활용- 1.영업관리 
KISLINE만의 상세/카테고리 검색 기능과 다양한 재무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영업 대상의 설정 및 발굴이 가능합니다 

산업별, 지역별, 재무제표항목별 조건 검색  

영업기획 의도에 맞는 거래처 조회를 통한 타겟 마케팅 실현 

직급별 또는 출신 지역/ 고교/ 대학 등의 조건을 통한 
인물 상세검색  

임원현황 파악에 유리하여 마케팅 정보로 활용 가능 

다양한 옵션을 활용한 재무제표 조회 
240만 여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종류별/기간별/ 
양식별 장기 시계열 형태로 조회하여 해당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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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활용- 2.심사 및 평가 
KISLINE만의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한 전문화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신용현황정보 및 KIS신용등급 
대표자의 신용정보  

업체별 검색을 통하여 신용관리대상여부, 신용공여정보 
등의 정보를 신용거래 시 사전 신용도 분석에 활용   

12가지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신용평가솔루션 

재무/비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업체관리 지원  

심도 깊은 재무분석 지원 

약 2,000여 개의 재무정보항목 분석을 활용한 
재무비율, 재무분석, 재무진단 자료 조회               
정확하고 심도 깊은 기업가치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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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활용- 3.기획 및 자금관리 
경쟁사, 관련 산업, 자본시장 등의 최신동향 분석을 통해 급박한 경영환경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업합산재무제표 및 재무항목별 산업 내 순위 제공   

동종업계 경쟁사들과의 재무상태 비교를 통한                  
효율적 경영기획 가능 
산업 합산재무정보를 통한 산업트렌드 파악 및 장기전략수립  

금융경제 시장의 실시간 동향분석 

주식, 채권, 외환 등 자본시장 동향분석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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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 NICE평가정보 정보사업본부 금융사업실 

    고영진 실장 

      - 전화 : 02-3771-1190 

      - 이메일: yjko@nice.co.kr  

 

▷ NICE평가정보 정보사업본부 금융사업실 

    심형섭 팀장 

      - 전화 : 02-3771-1839 

      - 이메일 : hsshim@nice.co.kr   

 

▷ NICE평가정보 정보사업본부 금융사업실  

    민세준 대리/전문연구원 

      - 전화 : 02-3771-1637 

      - 이메일 : min0518@nice.co.kr  

mailto:yjko@nice.co.kr
mailto:hsshim@nice.co.kr
mailto:min0518@n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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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LINE 이용료 안내 

※ KISLINE 기본서비스가격체계 (ID당 단가) 

KISLINE은 고객사 직원이라면 이용자에 제한은 없으나 동시사용자(ID)를 확인합니다. 
이용목적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시면 효율적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번

호 
서비스 명 구분 

이용가격    

(월납) 

이용 가격   

(연납) 
서비스요약 서비스 정의 

1 신용공여정보 정액제 200 2,000 신용거래정보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금융권 용) 

2 Alarm 정액제 

100 

(300개  

기업 등록) 

1,000 기업 조기경보 

거래기업의 신용도 변화를 동태적으로 감

시할 수 있는 신용위험 조기경보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포함) 

3 Research 정액제 200 2,000 국내 분석보고서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기업, 산업, 경제 관련 분석보고서 제공 

4 기업신용정보 무료 - 
기업신용분석정

보 

기업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기업신용분석정보(신용등급, WATCH등급,       

현금흐름등급, 신용거래한도 등 제공) 

5 
R&D 특허분석 

서비스 
정액제 300 360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 

기업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전문가용 신용분석시스템 

6 IFRS 서비스 정액제 300 360 IFRS 분석 
변환재무제표 조회, 엑셀함수를 통한             

분석 Tool 제공 

7 
주석연결  

서비스 
정액제 300 360 주석 분석 

IFRS 재무계정에 해당하는 주석 

연결조회 서비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KISLINE 프리미엄서비스 가격체계 (ID당 단가) 

ID 수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누계) 
연간사용료 

(누계) ID당 단가 

1 900 900 10,800 10,800 

2 850 1,750 21,000 10,500 

3 800 2,550 30,600 10,200 

4 750 3,300 39,600 9,900 

5 700 4,000 48,000 9,600 

6 650 4,650 55,800 9,300 

7 600 5,250 63,000 9,000 

8 550 5,800 69,600 8,700 

9 450 6,250 75,000 8,333 

10 400 6,650 79,800 7,980 

11 350 7,000 84,000 7,636 

12 350 7,350 88,200 7,350 

13 350 7,700 92,400 7,108 

14 350 8,050 96,600 6,900 

15 350 8,400 100,800 6,720 

16 300 8,700 104,400 6,525 

17 300 9,000 108,000 6,353 

18 300 9,300 111,600 6,200 

19 300 9,600 115,200 6,063 

20 300 9,900 118,800 5,940 

21-30 250 12,400 148,800 4,960 

31-40 250 14,900 178,800 4,470 

41-50 250 17,400 208,800 4,176 

51-60 200 19,400 232,800 3,880 

61-70 200 21,400 256,800 3,669 

71-80 200 23,400 280,800 3,510 

81-90 200 25,400 304,800 3,387 

91-100 150 26,900 322,800 3,228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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