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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Value Menu 구성 

- Beta & Performance Reports 

- Research Report 

KISVALUE 

Data Library 

Advanced Analytics 

User & Tools 

Help 

 Recent Menu를통해최근조회한메뉴로바로이동가능 

- Company / Peer Group Analysis 

- Massive Download /산업 및 그룹 재무정보 제공 

- User Portfolio 

- Us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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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Library-Company 

- 개별기업 혹은 복수기업의 재무제표 출력 

- 신회계기준(기준서 21호)과 구회계기준 선택 가능 및 다양한 Option 제공 

- 개별기업 혹은 복수기업의 주가정보 출력 

- Beta값 및 각종 수익률 자료 제공 

- 개별기업 혹은 복수기업의 주식정보와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다양한 

지표값(Valuation Items) 제공 

- 개별기업별로 증권사 예상 Consensus 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당해년도 포함 향후 3개년 예측정보 제공 

Financial Reports 

Price Reports 

Valuation Reports 

Estimates Reports 

Company Reports 

DART Reports 

- 개별기업별 Snapshot, Capital Changes 관련 히스토리 제공 

- 개별기업별 Credit Rating 히스토리, 배당 및 공시관련 정보 제공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바로 연결되어 기업별 공시보고서 열람 서비스 제공 

- 보고서 종류별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 검색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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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pany 

Financial Reports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를 황용(Excel블록, Look up창 Open) 

- Step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 Step 3: 출력대상 보고서 기간 등 선택(Query Options): 신구회계기준 선택 

- Step 4: 단위 등 출력양식 선택(Outpu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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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pany 

Price Reports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Lookup 버튼 클릭 후 직접 조회 

- Step 2: 항목 선택(Select Item(s)) 

- Step 3: 조회기간 설정(Query Terms) 

- Step 4: 조회방식 설정(Output Period) 

주요 Items 

- 시가 관련 정보 

- PER, PSR, PBR, PCR 

- Beta 

→ 이전 1년간의 지수수익률을 
바탕으로 베타 산출 

- 수익률 
→ 절대수익률 

→ 상대수익률 
→ 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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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pany 

Valuation Items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를 황용(Excel블록, Look up창 Open) 

- Step 2: 기간 및 결산양식 선택(Query Options) 

주요 Items 

- 주식수량 관련 항목 

- 외국인보유율 관련 항목 

- 주가정보 

- 주당순이익 관련 자료 

- EV 

- EVA, MVA 

- ROIC, W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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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pany 

Company Reports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Lookup 버튼 클릭 후 직접 조회 

- Step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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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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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히스토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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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히스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 정보를 제공 

- Credit Rating Report: 해당 기업의 채권, CP, ABS 등의 평가정보와 

해외신용평가사의 평가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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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을 제공 

- IR Reports: 해당 기업이 발표한 IR 자료 조회 및 열람 

- Disclosure: 해당 기업이 금감원에 공시한 공시정보 조회 및 검색 

- Today News: 해당 기업의 당일자 뉴스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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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pany 

DART Reports 

- Step 1: 대상기업 검색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Lookup 버튼 클릭 후 직접 조회 

- Step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s) 

- Step 3: 조회기간 설정(Select Options) 

Estimate Reports 

- Step 1: 대상기업 검색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Lookup 버튼 클릭 후 직접 조회 

- Step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s) 

→ Estimates Quick Look 

→ Estimates History 

→ Estimates by Broker 

→ Historical Estimates by Broker 

→ Estimate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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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er Group Analysis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해당기업명이나 KISCODE로 검색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Portfolio 선택 

→ 을 황용(Excel블록, Look up창 Open) 

- Step 2: 출력대상 item 선택(Select Items) 

→ Drop Box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된 User Set 선택 

→ 을 황용(Excel블록, Look up창 Open) 

- Step 3: 출력대상 Item 기간 등 선택(Query Options) 

- Step 4: 출력양식 선택(Output Type): 총 6가지 Typ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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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sive Download 

- Step 1: 대상기업 검색(Select Identifier(s) 

→ 여러 분류 기준 중 필요하신 내역을 선택 

→ KIS 선택시 필요영역(Include Range) 및 우선주 포함 여부 체크 

- Step 2: 출력대상 item 선택(Select Items) 

→ Overview: 개요정보, 현황정보, 신용정보 

→ Financial: 재무자료 출력 

→ Quotes: 주가관련 정보 

→ Valuation 및 Estimates 항목 

→ Item 선택 후 재무양식 및 기간 설정 후 Query 

조회 Item이 우측과 같이 

엑셀상에서 가장 오른쪽셀에 

자료가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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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dustry Analysis Reports 

개 요 
KRX 지수나 KOSPI, KOSDAQ 업종별 기업리스트와 합산재무제표정보, 리스트 중 

재무순위, 합산주가정보를 제공하며 표준산업분류(KSIC)별 기업리스트와 

합산재무제표 정보를 제공 

- Step 1: 대상 Sector 선정(Select Sector) 

→ KSIC: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조합 

- Step 2: 출력대상 선택(Select Report) 

→ Company List: 섹터별 해당 기업 검색 

→ Financial Statements: 합산재무제표제공(’97 이후) 

→ Financial Ranking: 선택된 지수의 랭킹 항목을 선택 

하여 기업리스트와 랭킹을 조회 

→ Price Reports: 합산 주가 정보를 제공 

▪ 주가지수 및 주가지수 수익률 조회 

▪ EWI 수익율은 KRX/KOSPI종합/KOSDAQ종합 

에서만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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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dustry Massive 

개 요 KOSPI, KOSDAQ 전업종별 또는 KSIC(표준산업분류) 전산업별로 특정 데이터를 

조회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 Step 1: KOSPI, KOSDAQ, KSIC 분류 그룹 선택 

→ KSIC: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중/소/세/세세분류 

- Step 2: 산업합산 재무계정 혹은 주식합산계정 선택



www.kisinfo.com 13 

7. Group Analysis Reports 

개 요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제한계열이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60여개의 

그룹사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제공 

- Step 1: 대상 그룹 선정(Select Group) 

- Step 2: 보고서 선택(Select Report) 

→ Company List: 그룹별 해당 기업 검색 

→ Equity Structure of Affiliates: 계열사간 지분율 

→ Financial Statements: 합산재무제표제공 

→ Price Reports: 합산 주가 정보를 제공 

▪ Quotes Report: 그룹시가총액, 상장주식수 등 

▪ Valuation Report: PER, PSR, PBR, 배당률 등 

계열사간 합산 Valuation정보 제공 

- Step 3: 옵션선택 

→ Basis Year: 조회 기준년도 설정 

▪ Company list, Equity Structure 조회시 

→ Query Term: 재무/주가정보 조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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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roup Massive 

개 요 상호출자 제한계열을 비롯 출자총액 계열이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60여 그룹의 

계열사 정보, 지분율표, 합산 재무정보, 합산 주가정보를 제공 

- Step 1: 출자총액 제한계열, 상호출자 제한계열, 

주채무계열 중 선택 

- Step 2: 계열사 합산 재무계정 및 주가자료 선택 후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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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Advanced Analytics 

Beta & Performance Reports 

Research Report 

EDF Analysis 

Outlier Analysis 

Event Study 

- 개별기업과 다양한 벤치마크지수를 통한 

다양한 베타를 손쉽게 출력 

- 국내 증권사 및 연구소의 다양한 보고서를 

손쉽게 조회 및 열람 가능 

- 특정기업과 동종업종에 속하는 기업이나 

유사기업의 재무비율값을 바탕으로 해당기업 

의 특정계정들의 분식가능성을 검증 

- Event Study 실행 시 손쉽게 필요 정보 

출력 가능 

- KOSPI, KOSDAQ의 특정 개별종목에 

대한 주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부도예측 Beta & Performance Reports 

- KOSPI/KOSDAQ 종목의 특정기간 동안의 표준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Beta 

등의 값과 수정주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절대수익률/상대수익률/초과수익률 정보를 제공 

- Step 1: Select Target 설정 

- Step 2: Select Benchmark 선택 

- Step 3: 수익률 기준 및 기간 설정 

- 절대수익률: 
당일종가/전일종가 - 1 

- 상대수익률: 
(당일종가/전일종가)/(당일지수/전일지수) - 1 

- 초과수익률: 
(당일종가/전일종가) – (당일지수/전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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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User & Tools 

User Portfolios 

User Sets 

Options 

- Step 1: Lookup창에서 대상 기업 조회 후 Current List로 이동 

- Step 2: Current List 우측 Save 버튼 클릭 후 Portfolio 이름 설정 후 저장 

- Language(Korean/English 선택 가능) 

- Auto Login, App. Update, 임시파일 삭제 여부 선택 가능 

- Step 1: Lookup Item창에서 대상 재무정보 조회 후 Current List로 이동(신/구회계기준 선택 가능) 

- Step 2: Current List 우측 Save 버튼 클릭 후 Sets 이름 설정 후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