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shot

화면개요
개별 종목의 주가, 컨센서스, 리서치, 사업개요, 요약재무제표 등의 주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Refresh
-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다른 종목의 스냅샷 화면 조회 가능
- 개별/연결 여부를 해당 셀의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변경 조회

-

주요 데이터
주가 추이 및 밸류에이션 지표와 관련 차트
추정실적 컨센서스 테이블: 연간/분기 실적치, 추정치(FnGuide Consensus) 제공
증권사의 해당 종목 리서치리포트 링크
품목별 매출 현황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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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선박투자회사 종목 추가 테이블
개별 종목이 선박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조회되는 테이블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테이블 설명
- 선박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운용회사의 기본정보 및 요약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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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or Comparison

화면개요
MF500 의 섹터간 실적 및 전망을 주요 Aggregates 지표를 통하여 상대 비교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화면안내

데이터 안내
Aggregated EPS, PER, EPS증가율, 1개월/3개월/6개월 변화율, Revision Rati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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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Reports - 5Yr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개별기업의 최근 5개년 동안의 Summarized 연간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Go to의 라벨(BS, IS,CF, RE, CE, COGM )을 클릭하면 해당 보고서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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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Reports - 5Qtr

화면개요
개별기업의 최근 5개년 동안의 Summarized 연간재무제표 혹은 5분기 동안의 분기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
다.

데이터 출력화면

상세설명
종목명
종목코드를 변경
개별/연결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선택
Go To
Go to의 라벨(BS, IS,CF, RE, CE, COGM )을 클릭하면 해당 보고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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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Overview

화면개요
개별 종목의 컨센서스 관련 분석 및 각 증권사의 최근 추정 변경 내역을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Refresh
-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다른 종목의 컨센서스 화면 조회가능
- 개별/연결 여부를 해당 셀의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변경조회
주요 데이터
- 주가정보, 목표주가 및 괴리율, 투자의견 분포, 실적추이, MKF500 및 관련 섹터와의 밸류에이션 비교
- 추정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및 PER 등의 최근 변경 내역 반영
- 재무비율: 주요지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 Valuation 지표: 주당지표, 주가배수, 배당관련정보, 잉여현금흐름, 투하자본
- 기타주요지표: 영업외손익, 외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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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 공시

Help / Manual / 기본사용방법 / 분석보고서&공시

화면개요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경제연구소, 은행, 선물회사, 신용평가사 등에서 수집한 개별기업 및 산업,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해당 기업이 발표한 IR자료 및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할 종목 선택: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조회기간 선택: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 (디폴트 기간은 최근 1년)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와 공시 리스트가 조회됨.
조회할 보고서의 분류를 선택하는 탭 (기업분석보고서, IR자료, 일반공시, 공정공시)
조회할 리서치리포트와 공시 라인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해당 보고서의 파일이 열림.
단, Research Reports는 fnguide.com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됨.
Goto DART: 금융감독원의 공시사이트 오픈
Goto Fnresearch: fnguide.com의 FnResearch 오픈 (단, fnguide.com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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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화면개요
개별 종목의 형태별, 구분별 상세한 주주현황과 지분구조, 주요주주들의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주식등의 비율이 5% 이상인 대표주주에 한하여 통계데이터를 작성하여 제공함(5% Rule 반영)

화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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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상세설명
주식등의 비율이 5% 이상인 대표주주에 한하여 통계데이터를 작성하여 제공함(5% Rule 반영)
Refresh
- 종목코드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

)을 누르면 데이터가 갱신됨.

종목개요: 주가, 주식수, 시가총액, 외국인비중, 유동비율(Free Float) 등 종목의 기본적인 시장 정보
- 외국인비중 : 전체외국인보유주식수 / 상장주식수
- Free Float : 총발행주식수 - Non Free Float주식수
Insider Transaction: 최근 1년 동안 해당기업 내부자(최대주주, 즈요주주, 임원)의 매수/매도 거래 가격과 수량을
주가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차트
주주개요: 해당기업의 주주분포를 주주구분별(최대주주, 내부자, 10%이상주주, 5%이상주주), 주주형태별(개인,
기관투자자, 정부, 외국인, 자사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표시
- 잠재주식: 전환우선주,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스톡옵션,신주인수권증서,EB(교환사채) 등으로 인해
향후 보유하게 될 보통주의 수량
- 주권의 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무의결권우선주 + 의결권이있는우선주,
단, 의결권이 한시적으로 부활된 우선주는 제외함.
주주상세: 주주명에 나와있는 개별 주주 단위(별별관계자 보유분 포함)로 구분하여 보유내역을 상세하게 표시
- 특별관계자수: 대표주주 본인을 제외한 특별관계자수
주주별 변동내역: 개별 주주들의 보유주식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공시일자, 변동주식수, 변동사유 등으로
상세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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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Stock - 4Yr,4Qtr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개별기업의 최근 4개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펀드 취득/처분, 발행주식수, 자사주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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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nds

화면개요
개별 종목을 선택하여 최근 4 회계년도 동안 해당 기업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 우선주와 보통주의 액면가, 배당금(현금), 배당금(주식), 배당성향, DPS(현금), DPS(주식), 시가배당률(현금), 시가배당률
(주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배당금, 주식배당률, 액면가 정보를 배당 기준일 별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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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nds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종목 추가 테이블

인프라투융자회사 종목 추가 테이블

상세설명
- 개별 종목이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배당성향과 DPS/BPS 추세, 배당락 전후 주가변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별 종목이 인프라투융자회사인 경우, DPS 추세, 배당락 전후 주가변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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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hanges - 4Yr,4Qtr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연간/분기별 및 발행일자별 자본금 변동사항을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각 이벤트 별 자본금 증감, 기말발행주식수, 평균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주요 주당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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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History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회사의 연력 등을 시계열로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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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idiary & Affiliated Companie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회사의 연결종속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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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 Bonds

화면개요
개별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이력과 채권 발행 및 유통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1

Issued Bond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발행사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신용등급 변동내역: 해당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3사의 평가이력 및 적용등급
- 채권발행 및 유통정보
1) 신용사채등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및 권리내용 조회
2) 미만기 채권발행 내역: 해당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사채의 내역을 조회
3) 채권유통 정보(6개월 이내): 해당회사의 채권이 최근 6개월 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정보(수익률,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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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Rating & Bond Trade

화면개요
개별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이력과 채권 발행 및 유통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Company 탭을 클릭
Credit Rating Bond Trade 메뉴를 체크하고
메뉴명을 클릭
종목선택: 종목코드를 직접입력 또는
종목코드 조회 버튼( )을 눌러 종목 선택
Submit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명을
더블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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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Rating & Bond Trade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발행사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신용등급 변동내역: 해당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3사의 평가이력 및 적용등급
- 채권발행 및 유통정보
1) 신용사채등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및 권리내용 조회
2) 미만기 채권발행 내역: 해당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사채의 내역을 조회
3) 채권유통 정보(6개월 이내): 해당회사의 채권이 최근 6개월 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정보(수익률,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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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Data Statu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기업별 재무 데이터의 최근 결산 및 분기 데이터 업데이트 현황과 컨센서스 데이터의 개별/연결 기준 데이터 산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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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Indicator

화면개요
데일리 금융시장지표 정보를 한 눈에 차트와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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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Indicator

- 12개의 그래프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국지수 및 금리, 환율의 최신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 출력된 화면에서 날짜 (Date)를 바꿔 Refresh하면 과거 시점의 자료도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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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Indicators

화면개요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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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Indicators

- 12개의 그래프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국지수 및 금리, 환율의 최신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 출력된 화면에서 날짜 (Date)를 바꿔 Refresh하면 과거 시점의 자료도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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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 Indicator

화면개요
국내 주요 파생지표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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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 Indicator

- 12개의 그래프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국지수 및 금리, 환율의 최신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 출력된 화면에서 날짜 (Date)를 바꿔 Refresh하면 과거 시점의 자료도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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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dicators

화면개요
글로벌 주요 지표를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날짜선택
- 데이터를 출력할 기준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가장 최근날짜로 자동설정됨

데이터 출력화면

- 10개의 그래프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 VIX, Ted Spread, 고용지표 등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최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출력된 화면에서 날짜(Date)를 바꿔 Refresh 하면 과거 시점의 자료도 검색이 가능함

Index Comparison

화면개요
MKF500 의 섹터별 구성현황 및 시장 주요 지수와의 비교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1

Index Comparison

-

지수, EPS, PER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eative Index Trend, MKF500 Sectors 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Setor Comparison

화면개요
MF500 의 섹터간 실적 및 전망을 주요 Aggregates 지표를 통하여 상대 비교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화면안내

데이터 안내
Aggregated EPS, PER, EPS증가율, 1개월/3개월/6개월 변화율, Revision Ratio 등

1

Analysis by Sector

화면개요
MF500 구성종목 및 섹터의 어닝시즌별 컨센서스 대비 surprise 및 shock 현황 리포트 입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EPS, EPS증가율, PER, 12M Forward EPS, Revision Ratio 등

1

Earnings Surprise

화면개요
MF500 구성종목 및 섹터의 어닝시즌별 컨센서스 대비 surprise 및 shock 현황 리포트 입니다.

데이터 출력화면

1

Earnings Surprise

데이터 안내
섹터별 Surprise/Shock, 구성종목의 추정 컨센서스 / 발표실적 / %Surprise 등

2

All Industries
화면개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에프앤가이드 섹터 분류 대하여 특정 월말 시점의 업종별 주요 Aggregate 계정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

회계 기준
IFRS 연결, IFRS 별도, K-GAAP 연결, K-GAAP 개별

-

구분
MKF500, MKF2000, FnGuide Universe, KSE, KOSDAQ

-

연간/분기
연간, 분기
회계연도

Submit
-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All Industrie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Key Fact, 주당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재무비율 :
기업수, 기말발행주식수, 시가총액, 베타,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EPS, BPS, DPS(보통), PER, PBR, 배
당수익률(보통),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EPS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ROE,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2

Industry Band Charts

화면개요
업종별 Aggregates를 이용하여 PER, PBR, EV/EBITDA, EV/SALES에 대한 밴드차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 조건
- 업종 : Industry Lookup 을 통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산업 선택
(MKF2000, MKF500,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연간/분기 : 재무실적을 조회하는 옵션
- 개별/연결 : 재무실적을 개별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연결기준으로 볼지를 선택

기타 옵션
- Help: 해당 화면에 대한 도움말 보기
- Submit: 엑셀에 결과물 출력
- Close: 화면 닫기

1

Industry Band Charts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안내
- 출력화면에서 업종과 연결여부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차트가 갱신됨.
- 밴드차트의 종류: PER, PBR

2

Aggregated Charts

화면개요
업종별 Aggregates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할 업종 선택
해당업종으로 합산할 결산종류 선택
- 분기: 분기결산 데이터
- 연간: 연간결산 데이터
해당업종으로 합산할 재무제표 선택
- 개별: 개별 재무제표
- 연결: 연결 재무제표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테이터가 엑셀의 새로운
쉬트에 출력됨.

1

Aggregated Charts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안내
- 출력화면에서 업종과 연간/분기, 개별/연결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차트가 갱신됨.
- 차트의 종류: 매출액과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규모 및 증감률, 영업이익&영업이익률, 실적 모멘텀,
EPS&EPS Growth,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BPS&PBR, 총차입금&차입금비율, DPS&배당성향(연간),
EPS&PER(연간)

2

Manual
Aggregated Charts (Long-term)

화면개요
업종합산의 장기(long-term) 시계열데이터를 차트와 함께 서비스하는 화면입니다. (Annual-base)

화면안내

상세설명
업종
- 선택가능업종 : ① 종합주가지수, ② 코스닥, ③ MKF2000 및 하위업종
회계기준
- ① IFRS(연결), ② IFRS(별도)

데이터 출력화면

- 데이터 설명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건을 바꾸어 Refresh 버튼 클릭시 데이터 갱신하여 출력

1

Composition History

화면개요
특정 섹터 또는 산업에 대해 연도별 구성종목 편출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 조건
- 업종 :조회하고자 하는 산업 선택
(MKF2000, MKF500,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대상연도 :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

기타 옵션
- Help: 해당 화면에 대한 도움말 보기
- Submit: 엑셀에 결과물 출력
- Close: 화면 닫기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편입 : 신규상장, 업종변경, 관리해제
- 편출 : 상장폐지, 업종변경, 관리지정, 보고서누락

1

Rankings

화면개요
재무, 추정실적에 대해 FnGuide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실시간 랭킹으로 보여주고 종목들을 찾는 Stock
Screening 도구로서, 사용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1

Rankings

상세설명
재무랭킹,컨센서스랭킹 탭으로 선택
- 재무랭킹: 하위구조로 항목별 순위와 지표별 순위가 있음
- 컨센서스랭킹:
Screening 범위 선택
- 지수선택: MKF500, MKF2000,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디폴트 : KSE+KOSDAQ).
- 섹터선택: 선택한 지수의 하위 섹터를 선택합니다.
- 추가선택(옵션): Net, ALL, Gross , IFRS연결기준인지,별도 기준인지 선택
원하는 랭킹 더블 클릭
- 변수가 선택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옆에 순위가 화면에 표시
종목 확인 및 포트폴리오 저장
- 체크박스의 클릭을 해제하면 Screening에서 제외됨.
- 종목리스트의 하단에 포트폴리오명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선택된 종목군을 Indeax Generator, Time-Series 등
다른 메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음.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Submit 버튼
- 상세설명
의 기능을 하는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이 버튼을 이용해도 상단에 데이터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Screening된 종목의 리스트와 함께, 해당 종목들의 Screening 변수 값이 조회됨.

2

Cross Sectional

화면개요
기업별, 산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Item에 대하여 특정 시점인 Static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데이터 분류 선택
- 기업, 지수, DR, 파생, ELW 등의 관련 데이터를 선택
- 각 탭 선택 시 해당 룩업 메뉴 출력
- Lookup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Code Lookup
- 기업, 지수&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
Item Lookup
- 기업, 지수&업종, 경제&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
- 주식(TS-Fiscal 전용) Item 선택 시 회색으로 음영처리 및 데이터 미출력.

1

Cross Sectional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3번 항목과 동일.

추가 옵션을 활성화하여 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출력 옵션을 설정.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2

Cross Sectional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3

Cross Sectional

4

Time Series – Calendar Basis

화면개요
기업별, 산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Item에 대하여 특정 시점인 Static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
는 화면 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데이터 분류 선택
- 기업, 지수, DR, 파생, ELW 등의 관련 데이터를 선택
- 각 탭 선택 시 해당 룩업 메뉴 출력

- Lookup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Code Lookup
- 기업, 지수&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
Item Lookup
- 기업, 지수&업종, 경제&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
- 주식(TS-Fiscal 전용) Item 선택 시 회색으로 음영처리 및 데이터 미출력.

1

Time Series – Calendar Basis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3번 항목과 동일.

추가 옵션을 활성화하여 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비영업일 :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날짜의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식으로서 국내와 해외 주가를 비교하는 경우
시차에 의해 발생되는 Trading day를 맞추어 비교할 때 유용.
Exclude : 비거래일은 출력에서 제외
N/A, NULL : 비거래일도 날짜는 출력을 하고 데이터에는 각각 "N/A"과 "NULL"로 표기
Previous : 직전 거래일의 데이터를 표기
- 주말포함 : 거래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날짜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출력하는 방식 선택
None :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력에서 제외
SUN, SAT : 토요일만 포함 혹은 일요일만 포함하여 출력

2

Time Series – Calendar Basis

All :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포함
- 자료주기 : 데이터를 출력할 달력의 주기.
일간/주간/월간/분기/년간
- 자료기간 : 데이터를 출력할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

출력 옵션을 설정.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3

Time Series – Calendar Basis

4

Time Series – Fiscal Basis

화면개요
기업의 회계기간별 주식, 재무, 컨센서스에 대한 3차원 조합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데이터 분류 선택하여 Lookup 창 열기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Code Lookup
- 기업, 지수&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하는 화면.
Item Lookup
- 기업, 지수&업종, 경제&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하는 화면.
- 주식(TS-Fiscal 전용) Item이 아닐 시 회색으로 음영처리 및 데이터 미출력.

1

Time Series – Fiscal Basis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2번 항목과 동일.

2

Time Series – Fiscal Basis

출력 단위를 설정.
- Co + [Item + FY]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데이터 항목, Fiscal Year 순서로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을 횡으로 출력.

- Co + [FY + Item]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Fiscal Year, 데이터 항목 순서로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을 횡으로 출력.

- [Co + FY] + Item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데이터 항목을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 Fiscal Year 순서로 횡에 출력.

- [Co + Item] + FY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Fiscal Year 을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 데이터 항목 순서로 횡에 출력.

- FY + [Co + Item]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기업 항목, 데이터 항목 순서로 열에 출력하고 Fiscal Year를 횡에 출력.

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출력 옵션을 설정.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3

Time Series – Fiscal Basis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4

Time Series – Fiscal Basis

5

Financial Reports

화면개요
종목별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종목선택
- 직접 종목코드/명 입력, 혹은 찾기버튼 이용
연결여부
- 개별/ 연결 재무제표 선택
- 지주사의 경우 연결 디폴트 설정
리포트 종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 (Trust)가 붙어있는 것은 은행의 신탁계정
- 전 재무제표 선택 시 3가지 리포트가 모두 출력
- 계정항목 수에 따라 상세, 요약, 약식으로 출력가능
회계기간, 단위
- 연간 혹은 분기 재무제표 선택
- 연간, 분기(누적), 분기(Net), 분기(Net&연간)
- 분기(Net)는 개별 분기를 의미
- 금액단위 선택
- 천원, 백만원, 억원, 십억원
자료기간
- 재무제표를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의 시작 년도와 마지막 년도 선택
- Current 선택 시 가장 최근 발표년도 까지의 재무제표 출력

1

Financial Reports

추가옵션
- 비교식보기 : IFRS 도입직전 년도의 재무데이터 출력하여 확인 가능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된 시트상에서 조회 조건의 콤보 박스를 선택하여 Refresh 가능

2

Combined Reports

화면개요
복수기업 또는 업종을 선택하여 재무항목들의 합계 또는 평균을 산출하여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합산할 종목 또는 업종 선택
-기업선택 : Code Lookup 을 클릭하여 합산할 기업 선택
-계산방법 : 합계 또는 평균

합산방법 선택
-재무제표 종류 : 연결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합산대상 선택
-재무제표 단위 합산 또는 재무계정을 선택하여 합산

1

Combined Report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종목그룹과 업종, 연결여부, 리포트종류, 보고서형태, 회계기간, 단위, 계산방식,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
)을 클릭하면 자료가 갱신됨.

2

실적합산 구성종목

화면개요
특정 섹터 또는 산업에 대하여 해당년도의 구성종목들의 주요 재무 실적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
- 업종 : Industry Lookup을 통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산업/지수 선택
(MKF2000, MKF500,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연간/분기 : 연긴 또는 분기 재무실적을 설정하는 옵션
- 회계연도 : 조회하고 싶은 회계연도 설정
- 회계기준 : 재무실적의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옵션
기타 옵션
- Help: 해당 화면에 대한 도움말 보기
- Submit: 엑셀에 결과물 출력
- Close: 화면 닫기

1

실적합산 구성종목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조회 항목: 종목코드, 종목명, 결산월, 매출액, 당기순이익, EPS, BPS, PER, PBR, 배당수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ROE
- 실적 조회 기간: 연간 4개년, 분기 4개분기

2

금융업통계(FISIS) – 계정별 조회

화면개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에서 집계한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경영지표 중 선정된 350여 종류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업종선택
- 은행, 생명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FISIS 기준의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Code 및 Item Lookup이 해당
업종에 맞게 변경됩니다
Code Lookup
- 개별 기업 및 업종계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 및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Item Lookup
- 금융업종별로 주요 지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 공통 분류에 속한 지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표로서 업종간 비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업통계(FISIS) – 계정별 조회

데이터 출력 화면

2

금융업통계(FISIS) – 주요지표 보기

화면개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에서 집계한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경영지표 중 선정된 350여 종류의 데이터
를 종몰별, 업종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 종목비교 : 선택 업종 내에 포함된 종목들 간 비교 조회 가능

상세설명
조회하고자 하는 업종분류 선택 및 조회년월 선택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표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된 종목 및 지표 차트입니다

1

금융업통계(FISIS) – 주요지표 보기

- 업종비교 : 업종간 비교 조회 가능. 단, 업종간 비교 가능 지표는 공통지표에서만 출력 가능

상세설명
조회년월 선택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공통지표 및 업종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된 종목 및 지표 차트입니다

2

Price Trend

화면개요
특정 일자의 복수기업 주가 관련 항목을 상호 비교하거나 개별 기업의 주가 관련 항목을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는 화
면입니다.

화면 안내

상세설명
복수종목주가: 특정일자의 복수종목 주가 항목 비교
- Code Lookup을 클릭하여 비교할 종목을 선택
분류별 구성종목 선택하기를 체크하면 특정 시장 또는
업종,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선택할 수 있음.
- 주권의 종류 선택: 보통주와 우선주 선택
- 기준일자 선택
-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

주가: 개별기업의 주가 항목 시계열 조회
Code Lookup( )을 클릭하여 조회할 종목 선택
조회할 자료 주기 선택: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자료기간 선택(디폴트는 최근 1년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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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복수종목주가

주가

데이터 안내

-

복수종목주가
출력화면에서 시장과 주권종류, 기준일자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시장: 비교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한 시장이나 업종을 선택
주권의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기준일자: 비교할 시점 (Crruent는 최근 데이터가 입수된 날짜, 오후 5시 경에 당일로 변경됨)
출력자료 항목

2

Price Trend

종목코드, 종목명, 시장,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수정주가, 수익률, 액면가, 거래량, 거래대금, 공매도거래량,
공매도거래대금, 대차거래잔고,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 외국인주식수, 외국인보유비중, 배당수익률, PER,
PER(12M Fwd), PBR, PSR, PCR
주가
- 출력화면에서 종목코드와 자료주기,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자료주기에 따라 항목이 약간 차이남)
일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수정주가, 수익률, 수정주가평균, 액면가, 거래량평균, 거래량누적, 거래대금,
거래대금평균, 거래대금누적, 공매도거래량, 공매도거래대금, 대차거래잔고,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평균시가총액,
외국인주식수, 외국인보유비중, 배당수익률, PER, PER(12M Fwd), PBR, PSR, PCR

3

No. of Shares

화면개요
개별 기업의 주식수 관련 항목을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종목 선택: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조회할 자료 주기 선택: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자료기간 선택(디폴트는 최근 1년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No. of Share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종목코드와 자료주기,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1) 회사전체: 액면가, 시가총액
2) 보통주와 우선주: 상장주식, 상장예정, 미상장, 자기주식, 보호예수, 외국인보유, 외국인비중, 대차거래잔고,
시가총액, 조정계수, 누적조정계수

2

Index Trend

화면개요
개별지수의 시계열 데이터와 특정일에 복수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Trend 탭: 개별지수의 시계열 데이터 조회
Daily 탭: 특정일에 복수지수를 비교
지수 선택: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조회할 자료주기 선택: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조회기간 선택: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
(디폴트 기간은 최근 1년)

비교할 지수들이 속한 그룹 선택: MKF200, MKF500,
거래소, 코스닥
- 지수의 종류 선택: 가격지수, 총수익지수(배당포함)
- 실링여부 선택: Non-Ceiling, Ceiling
비교할 지수의 수준 선택: All(전체),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
조회할 기준일자 선택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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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Trend (개별지수 시계열)

Daily (복수지수 비교)

데이터 안내
Trend (개별지수 시계열)
- 출력화면에서 심볼과 자료주기,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개별지수의 시계열 데이터
Daily (복수지수 비교
- 출력화면에서 시장, 섹터/산업, 기준일자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특정일에 복수지수를 상호비교

2

Relative Performance

화면개요
복수의 개별종목과 지수를 선택하여 벤치마크 지수와의 상대수익률을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상대수익률을 비교할 종목 또는 지수 선택(종목과 지수를 동시에 선택 가능)
선택된 종목 또는 지수의 삭제
- 일부삭제: 삭제할 지수를 선택한 후(Ctrl 또는 Shift 키 이용 가능) 일부삭제 버튼( )클릭
- 전체삭제: 전부삭제 버튼( ) 클릭
상대수익률을 비교할 벤치마크 지수를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조회할 자료주기 선택: 일간,주간,월간,연간
조회기간 선택: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디폴트 기간은 최근 1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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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Performance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비교지수와 종목/지수, 주기,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Close Price: 벤치마크와 비교할 종목 또는 지수의 종가
Relative Performance Index: 조회기간의 첫날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상대 수익률
Excess Return: 비교 대상 종목 또는 지수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차트: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 대상 종목 또는 지수(3개 까지)의 Relative Performance Index를 선차트로 표현

2

Beta History

화면개요
복수 종목의 베타를 상호 비교하거나, 개별종목의 베타 시계열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Daily : 특정일자의 복수종목 베타 비교
- Code Lookup(
)을 클릭하여 비교할 종목을 선택
분류별 구성종목 선택하기를 체크하면 특정 시장 또는 업종,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선택할 수 있음.
- 비교지수 선택: 베타를 계산할 비교지수 (KOSPI, KOSPI200, KOSDAQ)
- 자료주기 선택: 일간(1년), 주간(1년), 주간(2년), 월간(3년), 분기(5년)
- 기준일자 선택
-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

Trend : 개별종목의 베타 항목 시계열 조회
Code Lookup( )을 클릭하여 조회할 종목 선택
자료주기 선택: 일간(1년), 주간(1년), 주간(2년), 월간(3년), 분기(5년)
자료기간 선택(디폴트는 최근 1년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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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History

데이터 출력화면
복수종목베타

베타

데이터 안내
복수종목베타
- 출력화면에서 시장과 비교지수, 자료주기, 기준일자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종목코드, 종목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자료수, 베타, 알파, R-SQUARE, t_value, 수익률평균, 수익률변동성
주가
- 출력화면에서 종목코드와 자료주기,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KOSPI 및 KOSPI200을 기준으로 베타 산출하고, KOSDAQ시장 종목은
KOSDAQ지수 및 KOSDAQ 스타지수를 기준으로 베타를 산출함.
일자, 시작일, 종료일, 자료수, 베타, 알파, R-SQUARE, t_value, 수익률평균, 수익률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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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Calculation

화면개요
개별종목의 Regression 베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종목 선택: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실시간 Regression 베타를 계산하기 위한 벤치마크
지수를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무위험 수익률 선택
-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디폴트).
- 국고채 1년, 3년, 5년, CD91일
자료주기 선택: 일간,주간,월간
조회기간 선택: 베타 계산을 위한 자료기간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디폴트 기간은 최근 5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Beta Calculation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심볼, 기간, 업종코드, 주기, Risk Free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해당기간 동안의 대상종목 및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실시간으로 계산된 베타를 확인할 수 있음.

2

ETF Portfolio Component

화면개요
ETF 구성종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상세설명
상세설명
구분 : 전체 및 분류를 선택

자료주기 선택: 일별 및 월별 및 분기 및 연간 선택 가능하며 일간의
경우는 최대 1개월 까지 데이터 조회 가능함.
조회기간 결정
Daily를 선택할 시에는 특정 기준일 중심으로 조회 가능.

1

ETF Portfolio Component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Classification, Frequency, Term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해당기간 동안의 대상 ETF의 구성종목을 확인할 수 있음.

2

Company Consensus Trend

화면개요
개별 종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증권사의 추정치로 컨센서스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종목선택
- 직접 종목코드/명 입력, 혹은 찾기버튼 이용
회계기준
- 개별/연결 재무제표선택
- 지주사의 경우 연결 디폴트 설정
추정연도
- 컨센서스를 생성, 조회하고자 하는 추정 연도 선택
- 디폴트는 FY1
회계기간
- 선택한 추정년도의 추정 회계기간을 선택
- 디폴트는 연간
집계기간
- 컨센서스 계산 시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 최근 개월 수
자료기간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조회기간
- 데이터 출력주기 선택
- 자료 조회 기간
House Lookup
- 하우스 룩업을 이용해 조회 및 컨센서스 반영하고자 하는 증권사 선택
- 반영증권사 전체 선택 시 해당 종목에 대한 전 증권사 추정치 반영하여 컨센서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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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onsensus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회 조건의 콤보 박스를 선택하여 Refresh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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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FWD EPS Trend
화면개요
특정 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한 증권사의 추정치로 12Month Forward EPS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House 군 선택
-House Lookup 버튼을 이용하여 12M FWD EPS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는 증권사 선택
-하단의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된 증권사들을 특정 이름으로 저장하면 나중에 재사용 가능
-All House를 체크하면 전 증권사의 추정치를 이용한 12M FWD EPS를 보여줌
종목코드
-기업코드/명 입력 (혹은 찾기버튼을 이용)
연결여부
-개별/연결 재무제표 선택
자료주기
-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중 데이터 출력 주기 선택
계산기간
-컨센서스 계산시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 (최근 개월수: 1M, 3M, 6M)
자료기간
- 데이터를 출력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종료일을 가장 최근일로 설정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 12M Forward EPS란?
각 House에서 발표한 FY별 최근 순이익 추정치와 현재 시점의 발행주식수로 12개월 후의 EPS를
기간을 배분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향후 주가전망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 2004년 5월 현재. 12월 결산사인 삼성전자의 12M Forward EPS 계산 예시 )
-12M Forward EPS = { (7/12*2004년 추정순이익 컨센서스) + (5/12*2005년 추정순이익 컨센서스) } / 5월현재
발행주식수
-12M Trailing EPS = { (5/12*2004년 추정순이익 컨센서스) + (7/12*2003년 Reported 순이익) } / 12개월 평균발
행주식수
- P/E Ratio = 5월현재 수정주가 / 12M Forward EPS
-12M Forward EPS Growth = { 12M Forward EPS / 12M Trailing EPS - 1 } * 100
- Momentum(1Month) = { 12M Forward EPS / 전월 12M Forward EPS - 1 } * 100
♣ EPS는 무상 성격의 증자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각 주식수에 무상비율을 반영한 "수정EPS"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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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FWD EPS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순이익(FY0,FY1,FY2), 12개월 Trailing EPS, 12M Forward EPS/Growth/PER, 주가 등

2

Daily Consensus

화면개요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발표된 기업들의 추정실적 및 주간 변동률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추정연도
- 컨센서스를 생성, 조회하고자 하는 추정 연도 선택
회계기간
- 선택한 추정년도의 추정 회계기간을 선택
- 디폴트는 연간
회계기준
- 개별/ 연결 재무제표 선택
- 지주사의 경우 연결 디폴트 설정
집계기간
- 컨센서스 계산 시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
- 최근 개월 수, 디폴트 3개월
기준일자
- 자료 조회 일자
- Cur. 체크 시 컨센서스가 생성된 가장 최근 일자

1

Daily Consensu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회 조건의 콤보 박스를 선택하여 Refresh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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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합산 구성종목

화면개요
특정 섹터 또는 산업에 대하여 해당년도/분기 컨센서스의 구성종목들의 주요 재무 실적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
- 구분 : 조회하고자 하는 산업/지수 선택
- 산출시점 : 선택한 날짜기준으로 산업/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실적값 출력
- 추정날짜 : 조회하고자 하는 회계연도/분기 설정
- Calendar를 선택하여 원하는
연도와 분기를 설정
- FY1, FQ1등을 선택하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추정날짜 선택 가능
- 회계기준 : 재무실적의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옵션
기타 옵션
- Help: 해당 화면에 대한 도움말 보기
- Submit: 엑셀에 결과물 출력
- Close: 화면 닫기

1

추정합산 구성종목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조회 항목: 종목코드, 종목명, 결산월, 매출액, 영업일, 지배주주귀속순이익, EPS, BPS, PER, PBR,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조회 기간: 연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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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hange History

화면개요
개별 및 복수기업의 자본금 변동내역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Code Lookup
- 조회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택
이벤트 선택
- 변동일 내의 원하는 이벤트 선택
변동일
- 기간 설정

1

Capital Change History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된 시트 상에서 변동일, 선택한 기업, 종목코드, 주식구분 등의 데이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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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hange Summary

화면개요
개별 기업의 회계기간별 증자내역, 변동주식수 등의 자본금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업 선택: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회계기간 : 결산기간의 단위를 선택(연간, 분기)
조회기간 선택
: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Capital Change Summary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종목코드와 자료주기,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1)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 변동사항, 기말 및 평균발행 주식수, 주식수 조정계수, 주당지표
2) 자본금 변동 이벤트의 일자별 세부 내역

2

Treasury Stock Change

화면개요
개별 및 복수기업의 발행일, 증자내역, 변동주식수 등의 자사주 변동내역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업 선택
: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Code Lookup 버튼( )사용
이벤트 종류 : 자기주식취득/처분, 자사주펀드증감
조회기간 선택
: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 사용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Treasury Stock Change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화면에서 그룹, 이벤트, 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2

Dividends

화면개요
개별 및 복수의 종목을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발표한 공시 중 DB화 된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Lookup 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업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기업 항목이 출력되는 항목입니다.
이벤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 주식배당
조회기간(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ubmit 클릭 시, 설정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Dividends

데이터 출력화면

2

Company Name Change History

화면개요
개별 및 복수 기업의 과거 종목명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을 Lookup 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기업 항목이 출력되는 항목입니다.
submit 클릭 시, 설정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Company Name Change History

데이터 출력화면

2

No. of shares locked Up

화면개요
복수기업을 선택하여 보호예수주식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Marktet 또는 Company 로 조회할 것인지 선택
시장 선택
- MKF2000, MKF500, FnGuide Universe,
KSE + KOSDAQ, KSE, KOSDAQ
조회기간 선택
-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No. of shares locked Up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출력자료 항목
종목코드, 종목명, 주식구분(보통/우선), 보호예수 주식수, 예치시작일, 인출가능일, 예치사유, 예치율, 발행주식수

2

Stock Collateral Loans

화면개요
기준일 누적 및 공시일(Raw) 링 랭킹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을 서비스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분류
- 구성종목 유니버스 선택

분류-2
- 구성종목 유니버스 내 세부 업종 선택
계약구분
- 계약 및 해지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Stock Collateral Loans

데이터 출력화면

Refresh

Last Refresh: 2014-12-08 17:08:25

Stock Collateral Loans
분류

MKF500

업종

FI00 (MKF500)

계약구분

All

조회기간
공시일

20090101 Current(20141208)
코드

주주정보

종목명
주주

보고자

주식정보
보고자와 관계 주식종류

주식비율

계약정보

주식수 주주주식수 대비
발행주식수 대비계약상대방계약체결(변경)일
계약/해지 구분

2014-11-28 A001210

금호전기

박남구

박명구

특수관계인 의결발행주식총수 25,900

38.93

0.37 하나은행

계약

2014-11-28 A001210

금호전기

박남구

박명구

특수관계인 의결발행주식총수 34,000

51.11

0.49 외환은행

계약

2014-11-28 A001210

금호전기

박명구

박명구

본인

의결발행주식총수140,100

16.41

2.03 외환은행

계약

2014-11-28 A001210

금호전기

박영구

박명구

특수관계인 의결발행주식총수 80,000

0.00

0.00 한국증권금융

해지

2014-11-28 A001210

금호전기

박영구

박명구

특수관계인 의결발행주식총수 78,120

0.00

0.00 광주은행

해지

-데이터 설명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건을 바꾸어 Refresh 버튼 클릭시 데이터 갱신하여 출력

2

Loan Transaction

화면개요
복수 종목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현황을 상호 비교하거나, 개별종목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시계열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개별종목: 개별종목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시계열 데이터를 조회
- Code Lookup( )을 클릭하여 조회할 종목 선택
- 자료기간 선택
-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복수종목: 특정일자의 복수종목 대차거래 및 공매도 현황을 상호 비교
- 시장을 선택하면 분류별 특정 시장에 속한 모든 기업을 조회할 수 있음.
- 기준일자 선택
-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Loan Transaction

데이터 출력화면
복수종목

개별종목

데이터 안내
복수종목
- 출력화면에서 시장과 기준일자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1) 종목전체: 종목코드, 종목명,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상장주식수
2) 대차거래: 체결, 상환, 잔고, 상장주비중
3) 공매도: 거래량, 거래대금
개별종목
- 출력화면에서 종목코드와 자료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출력자료 항목
1) 종목전체: 종목코드, 종목명,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상장주식수
2) 대차거래: 체결, 상환, 잔고, 상장주비중
3) 공매도: 거래량, 거래대금

2

Loan Transaction By Sector

화면개요
개별업종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시계열 데이터와 특정일에 복수업종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Trend 탭: 개별업종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조회
Daily 탭: 특정일에 복수업종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현황을 비교
업종 선택: Code Lookup 버튼(

)을 눌러 선택

조회기간 선택: 직접 입력하거나 날짜 우측의
Pull Down 버튼을 눌러 달력에서 선택

비교할 지수들이 속한 그룹 선택: MKF200, MKF500,
거래소, 코스닥
조회할 기준일자 선택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됨.

1

Loan Transaction By Sector

데이터 출력화면
Trend (개별업종 시계열)

Daily (복수업종 비교)

데이터 안내
Trend (개별업종 시계열)
- 출력화면에서 산업과 기간을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개별업종의 대차거래 및 공매도 시계열 데이터
- 출력자료 항목
1) 종목전체: 종목코드, 종목명,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상장주식수
2) 대차거래: 체결, 상환, 잔고, 상장주비중
3) 공매도: 거래량, 거래대금
Daily (복수업종 비교
- 출력화면에서 시장, 섹터/산업, 기준일자를 변경하여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갱신됨.
- 특정일에 복수업종의 현황을 상호비교

2

Constituent History

화면개요
날짜별 종목구성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구분
- KSE, KOSDAQ 등 시장 구분을 선택
자료주기
- Daily, Monthly, Quartely, Yealy 등의 주기 선택
- 출력하려는 날짜 셋팅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Daily Bond Index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자료출처와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Refresh 하면 원하는 데이터 출력 가능.

2

Futures/Options

화면개요
선물/옵션의 주가지수 및 주식, 금리, 통화 등의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Trend 탭 :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통화, 상품 등의 시장 선택 후 각 시장 내 세부 기초자산 데이터 출력
Daily 탭 : 최근월물, 차근월물, 원월물, 원원월물 등의 데이터 출력

-

조건설정
시장: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통화, 상품(금/돈육)
상품: 각 시장 내 세부 기초자산 선택
만기: 검색하고자 하는 기준월물 선택
코드 : Lookup 버튼을 이용해서 종목 검색 가능

기준일자
- 해당 기초자산의 선물이 상장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간 검색 가능
조회기간
- 설정한 기간 동안의 기간 검색 가능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엑셀에 출력

1

Futures/Options

데이터 출력화면

Trend 탭을 이용하여 데이터 출력
Daily 탭을 이용하여 데이터 출력

2

Swap Data

화면개요
Swap Data 를 시장금리와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종류
- IRS, CRS 및 만기선택
베이시스
- 비교금리 선택
자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ELW – Cross Sectional

화면개요
상장된 ELW의 기본정보와 거래정보를 특정시점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발행기관
- ELW 발행한 증권사 선택
기초자산
- 현재까지 발행된 ELW의 기초자산 (예 : KOSPI200, 삼성전자, KT, KT&G …)
LP
- 유동성 공급자인 회사 선택
워런트 종류
- Call, Put
만료기간
- < 30 Days, < 90 Days, < 180 Days, >= 180 Days 선택
기준일자
-데이터 출력 기간 선택

1

ELW – Cross Sectional

데이터 출력화면

2

ELW – Time Series

화면개요
상장된 ELW의 기본정보와 거래정보를 특정기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ELW 종목별 비교
- 출력하고자 하는 워런트 선택
조회기간
- 자료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선택

1

ELW – Time Series

데이터 출력화면

2

ELW – Issue Amount by Underlying

화면개요
특정월별로 ELW의 발행현황을 조회함으로써 시장의 방향성 및 민감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준 월
-비교대상의 월 선택
비교 월
-출력하려는 월 선택

1

ELW – Issue Amount by Underlying

데이터 출력화면

2

Company Bond Issue

화면개요
개별기업의 채권발행 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등의 채권발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안내

-

채권발행 내역을 조회할 개별 기업 선택

데이터 출력화면

1

Company Credit Ratings

화면개요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과 기업어음에 대해 신용평가사별로 발표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업 선택
- 조회를 원하는 기업을 직접 입력 또는 Lookup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
대상 선택
- 대상 : “전체/채권(Bond)/기업어음(CP)” 중 선택
Submit
- 엑셀에 결과물 출력

1

Company Credit Rating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기업명, 적용등급, 평가사별 평가일/평가후등급/평가전등급
- 적용등급 : 최근 18개월 이내에 신용평가3사에서 발표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2

Company Bond Trading

화면개요
개별기업의 채권종목이 거래된 내역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업 선택
- 조회를 원하는 기업을 직접 입력 또는 Lookup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
조회기간
- 거래된 내역의 기간 설정
Submit
- 엑셀에 결과물 출력

1

Company Bond Trading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일자, 종목명, 최고수익률, 최저수익률, 평균수익률, 최고가격, 최저가격, 평균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건수
확인

2

Issued Bond List

화면개요
채권 종류별로 발행된 내역을 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기준으로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대분류
- 발행기업을 기준으로 FnGuide에서 분류한 채권분류체계
- All, 국채(GB), 지방채(MB), 통안채(MSB), 특수채(NFB), 금융채(Fin B), 회사채(Corp B)
중분류
- 채권의 중분류(default 'All')
소분류
- 채권의 소분류(default 'All')
조회 기준일자를 발행, 만기, 상장 중에서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Issued Bond List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건을 바꾸어 Refresh 버튼 클릭시 데이터 갱신하여 출력

2

Issued ESB List

화면개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된 내역을 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기준으로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신용등급
-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를 신용등급별로 출력
- All, A 1 , A 2 , A 3 , B , B , C , D
일물
- 전자단기사채 만기일부터 현재까지의 잔존일 수
조회 기준일자를 발행, 만기 중에서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Issued ESB List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건을 바꾸어 Refresh 버튼 클릭시 데이터 갱신하여 출력

2

Issued By Purpose

화면개요
채권을 발행한 목적별 현황을 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기준으로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분류
- 발행기업을 기준으로 FnGuide에서 분류한 채권분류체계
- All, 국채(GB), 지방채(MB), 통안채(MSB), 특수채(NFB), 금융채(Fin B), 회사채(Corp B)
주간사
- 주간사 선택 (현재 발행된 채권의 모든 주간사를 combo에서 선택)
조회 기준일자를 발행, 만기, 상장 중에서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Issued By Purpose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종목명, 발행일, 발행금액, 시설목적금액, 운용목적금액, 차환목적금액, 기타목적금액, 주간사, 발행시 신용등급,
발행기관, 만기일, 발행잔액 등의 데이터 확인 가능.

2

Issued By Embedded Option

화면개요
채권 발행 내역 중 기타 세부 사항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옵션분류
- Option(옵션부채권), Stock Linked(주식연계채권), Partial Redemption(분할상환채권),
ELS(Equity Linked Securities), FRN(Free Rate Notes), ABS(Asset Backed Securities) 선택
분류
- 발행기업을 기준으로 FnGuide에서 분류한 채권분류체계 중 대/중분류 선택
발행기관
- 채권 발행기업을 검색하여 선택 (default : '전체')
조회기준일자를 발행, 만기, 상장 중에서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Issued By Embedded Option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종목명,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금액, 표면금리, 옵션종류, call행사개시일, put행사개시일, 만기일자, 발행잔액
등의 데이터 출력 가능.

2

Credit Ratings

화면개요
거래소/코스닥에 상장,등록된 기업의 채권 및 기업어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시장
- KSE + Kosdaq, KSE, KOSDAQ, OTC 선택
- Bond+CP, Bond, CP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Credit Rating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신용등급변경일자, 발행기관, 회사채 적용등급, 회사채 등급, 기업어음 적용등급 등의 데이터 출력 가능.

2

Market Trading Trend

화면개요
장내 및 장외시장의 채권 거래내역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시장
- 채권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전체, 거래소(KSE), 장외(OTC)로 나누어 선택
분류
- 발행기업을 기준으로 FnGuide에서 분류한 채권분류체계 중 대/중분류 선택
발행기관
- 채권 발행기업을 검색하여 선택 (default : '전체')
조회기관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Market Trading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 KSE+OTC : 종목명, 발행기업, 시장구분, 발행금액, 거래일자, 시가, 고가, 종가 혹은 평균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 KSE : 종목명,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최종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OTC : 종목명, 최고수익률, 최저수익률, 평균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횟수, 평균거래대금

2

Closing Quotes

화면개요
최종호가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자료주기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데이터 주기 선택
수익률 계산방식
- Raw(종가 기준), Average(기간별 단순 산술평균)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Closing Quote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국고채1년, 국고채3년, 국고채5년, 국고채10년, 국민주택1종, 한전채3년, 회사채3년(AA-), 회사채3년(BBB-),
산금채1년, 통안채1년, 통안채2년, CP91일, CD91일, Call1일 등의 데이터 출력 가능.

2

Base Yield Trend

화면개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자료출처
- FnP, KIS, KBP, NICE, 민평평균 중 선택
채권
- Data Source별로 산출되는 채권의 종류
자료주기
- 일간, 월간, 년간 중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Base Yield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선택한 채권의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6개월, 3년, 5년, 5년이상, 7년, 20년 만기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출력 가능.

2

Daily Base Yields

화면개요
특정일자의 발표기관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자료출처
- FnP, KIS, KBP, NICE, 민평평균 중 선택
일자
- 일자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최근일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Daily Base Yields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각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발표 기관의 채권 분류 기준 : KBP 59가지, NICE 57가지, KIS 54가지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시.

2

Retail Bond Market

화면개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분류
- 채권종류 선택
발행기관
- 채권 발행 주체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Retail Bond Market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분류, 발행기관,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Refresh 하면 원하는 데이터 출력 가능.

2

Daily Bond Index

화면개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자료출처
- KBP, NICE, KIS 세 가지 중 선택
기준일자
- 조회기준일을 선택
- Cur.를 선택하면 가장 최근일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Daily Bond Index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자료출처와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Refresh 하면 원하는 데이터 출력 가능.

2

Daily Index Trend

화면개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자료출처
- KBP, NICE, KIS 세 가지 중 선택
채권
- Data Source별로 산출되는 채권의 종류
자료주기
- 일간, 월간, 년간 등 데이터 주기 선택
계산방식
- 종합, 1Y, 2Y, 3Y, 4Y, 5Y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Daily Index Trend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자료출처와 채권, 조회기간 등을 설정하여 Refresh 하면 원하는 데이터 출력 가능.

2

Overall Money Flow

화면개요
금융시장의 자금규모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지표
- 각 금융기관의 보유 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함
자료주기
-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중 데이터 주기 선택
자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Securities Market Money Flow

화면개요
증시주변자금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Investors Activity

화면개요
거래소/코스닥 상장, 등록 기업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중 선택
요약 및 상세 중 선택
거래대금, 거래량 중 선택
자료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중 선택
조회기간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중 선택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투자주체별매매동향-종목별 안내

Set-form /Market /투자주체별매매동향-종목별

화면개요
투자주체별매매동향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Market/Company
- Market 및 Company 중 선택
시장
- KSE+KOSDAQ,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MF500, MF2000 중 선택
주식종류
- 보통+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중 선택
자료기준
- 거래대금, 거래량 중 선택
기준일자
- 조회일 설정
- Cur.를 선택하면 가장 최근일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종목명
- 기업코드/명 입력(혹인 찾기버튼을 이용)
자료기준
- 거래대금, 거래량 중 선택
자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정렬순서
- 출력 데이터 정렬을 설정 (ASC, DESC 중 선택)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투자주체별매매동향-종목별 안내

Set-form /Market /투자주체별매매동향-종목별

데이터 출력화면

2

Program Trading

화면개요
증시주변자금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Balance/Trade
- Balance 및 Trade 중 선택
시장
- KOSDAQ 및 KSE 중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Economy

Cross Sectional - 화면개요
Cross Sectional 및 Time Series 를 이용하여 경제 변수들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Cross Sectional - 상세설명

-

데이터 분류 선택
기업 : 기업 관련 데이터를 선택.
지수&업종 : 지수&업종 관련 데이터를 선택.
경제 : 경제 관련 데이터 출력 선택.
DR : DR 데이터 출력 선택.
파생 : 파생 관련 데이터를 선택.
ELW : ELW 관련 데이터를 선택.

Lookup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Code Lookup
- 기업, 지수&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

1

Economy

Item Lookup
- 기업, 지수&업종, 경제&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3번 항목과 동일.

추가옵션(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출력 옵션을 설정.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2

Economy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Cross Sectional -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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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_Calender - 화면개요
기업별, 산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Item에 대하여 특정 시점인 Static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
는 화면 입니다.

Time Series_Calender - 화면안내

Time Series_Calender - 상세설명

-

데이터 분류 선택
기업 : 기업 관련 데이터를 선택.
지수 : 지수 관련 데이터를 선택.
DR : DR 관련 데이터를 선택.
파생 : 파생 관련 데이터를 선택.
ELW : ELW 관련 데이터를 선택.
마켓 : 마켓 관련 데이터를 선택.
경제 : 경제 관련 데이터 출력 선택.

Lookup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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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ookup
- 기업, 지수&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
Item Lookup
- 기업, 지수&업종, 경제&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업종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3번 항목과 동일.

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비영업일 :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날짜의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식으로서 국내와 해외 주가를 비교하는 경우
시차에 의해 발생되는 Trading day를 맞추어 비교할 때 유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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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 : 비거래일은 출력에서 제외
N/A, NULL : 비거래일도 날짜는 출력을 하고 데이터에는 각각 "N/A"과 "NULL"로 표기
Previous : 직전 거래일의 데이터를 표기
- 주말포함 : 거래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날짜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출력하는 방식 선택
None :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력에서 제외
SUN, SAT : 토요일만 포함 혹은 일요일만 포함하여 출력
All :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포함
- 자료주기 : 데이터를 출력할 달력의 주기.
일간/주간/월간/분기/년간
- 자료기간 : 데이터를 출력할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

출력 옵션을 설정.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Time Series_Calender -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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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_Fiscal - 화면개요
기업의 회계기간별 주식, 재무, 컨센서스에 대한 3차원 조합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Time Series_Fiscal - 화면안내

Time Series_Fiscal - 상세설명
Lookup
- 각 1번 항목에 맞는 Lookup을 화면 양 옆에 출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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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ookup
-

기업, 지수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선택하는 화면.

Item Lookup
- 기업,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를 조회&선택하는 화면.

데이터 분류 선택
- 기업 : 기업 관련 데이터를 선택.
- 지수 : 지수 관련 데이터를 선택.

Code Portfolio
- 기업, 지수에서 선택한 코드를 입력.

분류별 구성종목
- 특정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 ETF, ETC들의 데이터를 선택.
선택한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삭제.
선택된 항목을 출력.
기존에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 또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저장.
포트폴리오를 저장.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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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ortfolio
- 기업, 지수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입력.
- 전반적인 기능은 2번 항목과 동일.

출력 단위를 설정.
- Co. + FY + Item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Fiscal Year, 데이터 항목 순서로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을 횡으로 출력.

- Co. + Item + FY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데이터 항목, Fiscal Year 순서로 열에 출력하고 기업 항목을 횡으로 출력.

- [Co + FY] + Item
데이터의 출력순서가 기업 항목, 데이터 항목을 열에 출력하고 Fiscal Year 순서를 횡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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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단위를 설정.
- 통화 : Local, KRW, USD로 환산하여 출력.
- 금액 : 금액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 주식수 : 주식수 관련 데이터를 해당 단위로 환산하여 출력.

출력 옵션을 설정.
-

도움말 : 도움말을 출력.

- Print mode 선택
Column Set : 엑셀의 Column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Row Set : 엑셀의 Row 방향으로 선택한 데이터 계정을 순서대로 출력

- Color mode 선택
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
Unpainting : 엑셀의 Output에 Color를 적용하지 않음

Time Series_Fiscal - 데이터 출력화면

화면 명
화면 정보
데이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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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ADR Trend

화면개요
GDR/ADR 가격동향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DR
- 코드/명 입력(혹은 찾기 버튼을 이용)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Overseas Company

화면개요
해외기업의 주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해외기업
- 코드/명 입력(혹은 찾기 버튼을 이용)
자료주기
-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Overseas Index

화면개요
해외지수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해외지수
- 코드/명 입력(혹은 찾기 버튼을 이용)
자료주기
-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중 선택
조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Cur.를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가장 최근일까지의 데이터 출력
- 엑셀의 출력을 시작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데이터 출력화면

1

채권유통내역

Set-form / 채권 / 채권유통내역

화면개요
업종을 선택한 후 구성종목별 및 업종합산(평균) 임직원수, 급여, 근속년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업종 선택
- MKF2000/MKF500/KSE/KOSDAQ : Universe 선택
- Sector 선택
- 회계년도 : 결산년도 선택

1

채권유통내역

Set-form / 채권 / 채권유통내역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항목 : 종목(업종)코드, 기업명(업종명), 직원수(남/여/전체), 평균근속년수(남/여/전체), 1인당 직원평균급여액(남/
여/전체), 임원수(사내이사/사외이사/전체), 1인당 임원평균보수(사내이사/사외이사/전체)

2

Executive’s high Salary

화면개요
임원의 개별 보수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업종 및 그룹 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룹 기준 선택

구분
- 그룹 및 업종 기준 선택
회계연도
- 조회기간 선택
Submit
- 엑셀의 Target Worksheet와 Cell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누르면 결과물 출력

1

Executive’s high Salary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설명
출력된 시트 상에서 조건을 바꾸어 Refresh 버튼 클릭시 데이터 갱신하여 출력

2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화면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기업들의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및 거래내역 정보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출력할 종목 또는 업종 선택
- 분류별 구성종목: 업종 또는 지수 선택
- Lookup : 코드룩업 창에서 종목 선택

조회기간
- 거래내역 조회기간을 연도별로 설정

1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항목 : 종목(업종)코드, 기업명(업종명), 관계관련회사명, 관계관련구분, 채권(매출채권/대여금/기타), 채무(매입채권/차입금/기타),
거래내역(매출/매입/수익/비용/기타)

2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화면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기업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출력할 종목 또는 업종 선택
- 분류별 구성종목: 업종 또는 지수 선택
- Lookup : 코드룩업 창에서 종목 선택

조회기간
- 조회기간을 연도별로 설정

1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데이터 출력화면

데이터 안내
- 항목 : 종목(업종)코드, 기업명(업종명), 부여자명, 관계, 부여일자, 부여방법, 주식구분, 부여주식수, 행사주식수, 취소주식수,
미행사수량, 행사시작일, 행사종료일, 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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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개요
방대한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연구목적의 교수,
연구원 등에게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Tool입니다.

데이터 범위
Equity, Aggregates, Economy, Industry, Market, Commodiit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Bond 등
총 8개 데이터 분류
- Equity : 개별 기업의 실적 및 컨센서스와 주가 (아이템 75개)
- Aggregates : 업종 합산 실적 및 추정 합산 실적과 주가(아이템 39개)
- Economy : 국내 및 해외 경제 지표(국내 3000여개, 해외 500여개)
- Industry : 25개 산업 분류별 원자재 수급 및 주요 지표(3000여개)
- Market : 지수, 상품, 환율, 자금 동향 지표(120여개)
- Commodities & Futures : 상품 및 파생상품 가격 동향(57개)
- Interest & Currency : 국내외 주요 금리 및 환율 (254개)
- Bond : 최종호가수익률, 시가평가기준수익률, 해외국고채 금리(500여개)
차트패턴화
증권사 및 연구소의 리포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차트를 분석하여 경제/기업/업종/마켓/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를 패턴화 시켰습니다.
차트 출력
ChartGuide에서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총 세가지의 차트 출력 방식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데이터특성에 맞는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트 출력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기능을 단순화하여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화면 1 : Economy, Industry, Commoditi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 데이터 출력화면 2 : Equity, Aggregates
- 데이터 출력화면 3 : Bond
- 차트패턴화
데이터 출력화면 1 : Economy, Industry, Commoditi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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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총 8개의 데이터 대분류
아이템 리스트
- 데이터 경로 뿐만 아니라 시작일, 종료일, 단위, 최소 주기 표시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 선택된 데이터 삭제, 전체 데이터 삭제
-

: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데이터 출력 옵션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정렬 순서 : ASC, DESC 등
데이터 변환
- 기초, 기말, 기간최저값, 기간최소값, 기간평균값, 기간합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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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데이터 항목 수정
차트종류 : 굵은선, 가는선, 점선, 막대, 영역, 누적 등
축지정 : 데이터 계열에 해당 축 지정
- Chart Edit : 차트 옵션 중 많이 쓰는 기능만 요약
- Chart Refresh : 차트 옵션 설정 변경 적용
미리 보기
- 미리 보기 화면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차트 복사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차트 복사

데이터 출력화면 2 : Equit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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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Equity 나 Aggregates 를 선택
기업 및 업종 선택
-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기업 및 업종을 선택
아이템 리스트
- 기업 및 업종에 맞는 아이템 코드 선택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데이터 출력 옵션
-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 정렬 순서 : ASC, DESC 등
코드 룩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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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데이터 항목 수정
차트종류 : 굵은선, 가는선, 점선, 막대, 영역, 누적 등.
축지정 : 데이터 계열에 해당 축 지정
- Chart Edit : 차트 옵션 중 많이 쓰는 기능만 요약
- Chart Refresh : 차트 옵션 설정 변경 적용
미리 보기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차트 복사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차트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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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력화면 3 : Bond

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Bond 선택
- 채권 차트 특성에 맞게 데이터 분류
아이템 리스트
- 아이템과 만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테이블 설계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데이터 출력 옵션
-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 정렬 순서 : ASC, DES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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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미리 보기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데이터 항목 수정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차트 복사
차트 복사

7

Accrual Analysis

화면개요
기업별 발생액과 그 지수를 서비스하는 메뉴로써, 비슷한 수익을 낸 기업 중 어떤 회사가 앞으로 더 양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볼 수 잇는 메뉴

화면안내

상세설명
Lookup
- Lookup 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업 선택
DD
- Dechow and Dichev Model
- 전기/당기/차기의 현금흐름을 통해 정상적 발생애고가 비정상적인 발생액을 구하는 방법
MDD
- McNichols, Dechow and Dichev Model
- 전기/당기/차기의 현금흐름을 Jones모형에 추가하여 정상적 발생액과 비정상적 발생액을 구하는 방법
PM
- Performance Matched Model
- Jones모형이 비정상적인 발생윽 과도하게 추정하는 것을 ROA를 추가하여 보완한 방법으로 MDD보다 빠르게
발생액 측정 가능
BS
- Ball and Shivakumar Model
- ball 등이 제안한 모델, MDD 에 영업현금흐름이 음일 때 1의 값을 부여하는 변수와 그 곱을 모형에 추가하여
비선형성을 반영한 방법
Revenue
- Revenue Model
- Stubben 모형, 다른 모델과 달리 매출액, 매출채권의 변동 통해 정상적 발생액과 비정상적 발생을 구하는 방법
기간 설정
- 조회를 원하는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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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ual Analysis

데이터 출력화면

2

Accrual Analysis

데이터 안내
Lookup 을 이용해 모델 선택 후, 폼 내에서 데이터 출력
복수개 기업의 데이터를 엑셀상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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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개요
방대한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연구목적의 교수,
연구원 등에게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Tool입니다.

데이터 범위
Equity, Aggregates, Economy, Industry, Market, Commodiit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Bond 등
총 8개 데이터 분류
- Equity : 개별 기업의 실적 및 컨센서스와 주가 (아이템 75개)
- Aggregates : 업종 합산 실적 및 추정 합산 실적과 주가(아이템 39개)
- Economy : 국내 및 해외 경제 지표(국내 3000여개, 해외 500여개)
- Industry : 25개 산업 분류별 원자재 수급 및 주요 지표(3000여개)
- Market : 지수, 상품, 환율, 자금 동향 지표(120여개)
- Commodities & Futures : 상품 및 파생상품 가격 동향(57개)
- Interest & Currency : 국내외 주요 금리 및 환율 (254개)
- Bond : 최종호가수익률, 시가평가기준수익률, 해외국고채 금리(500여개)
차트패턴화
증권사 및 연구소의 리포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차트를 분석하여 경제/기업/업종/마켓/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를 패턴화 시켰습니다.
차트 출력
ChartGuide에서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총 세가지의 차트 출력 방식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데이터특성에 맞는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트 출력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기능을 단순화하여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화면 1 : Economy, Industry, Commoditi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 데이터 출력화면 2 : Equity, Aggregates
- 데이터 출력화면 3 : Bond
- 차트패턴화
데이터 출력화면 1 : Economy, Industry, Commodities & Futures, Interest &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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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총 8개의 데이터 대분류
아이템 리스트
- 데이터 경로 뿐만 아니라 시작일, 종료일, 단위, 최소 주기 표시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 선택된 데이터 삭제, 전체 데이터 삭제
-

: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데이터 출력 옵션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정렬 순서 : ASC, DESC 등
데이터 변환
- 기초, 기말, 기간최저값, 기간최소값, 기간평균값, 기간합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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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데이터 항목 수정
차트종류 : 굵은선, 가는선, 점선, 막대, 영역, 누적 등
축지정 : 데이터 계열에 해당 축 지정
- Chart Edit : 차트 옵션 중 많이 쓰는 기능만 요약
- Chart Refresh : 차트 옵션 설정 변경 적용
미리 보기
- 미리 보기 화면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차트 복사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차트 복사

데이터 출력화면 2 : Equity,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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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Equity 나 Aggregates 를 선택
기업 및 업종 선택
-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기업 및 업종을 선택
아이템 리스트
- 기업 및 업종에 맞는 아이템 코드 선택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데이터 출력 옵션
-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 정렬 순서 : ASC, DESC 등
코드 룩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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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데이터 항목 수정
차트종류 : 굵은선, 가는선, 점선, 막대, 영역, 누적 등.
축지정 : 데이터 계열에 해당 축 지정
- Chart Edit : 차트 옵션 중 많이 쓰는 기능만 요약
- Chart Refresh : 차트 옵션 설정 변경 적용
미리 보기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차트 복사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차트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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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력화면 3 : Bond

상세설명
데이터 계열
- Bond 선택
- 채권 차트 특성에 맞게 데이터 분류
아이템 리스트
- 아이템과 만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테이블 설계
선택된 데이터
- 선택된 데이터 항목 나열
데이터 출력 옵션
- 자료 기간 : 데이터 출력 기간
- 자료 주기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 선택
- 동기화 : 직전값, 빈 값, 보간값 등
- 정렬 순서 : ASC, DES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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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차트 옵션
- Data Edit : 차트에 쓰여지는
미리 보기
축 옵션
- 주축, 가로축, 보조축 옵션
차트 복사
- User Chart Refresh : 엑셀에
- Excel Copy : 엑셀로 개체로
- Image Copy : 이미지파일로

데이터 항목 수정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
차트 복사
차트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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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ual Analysis

화면개요
기업별 발생액과 그 지수를 서비스하는 메뉴로써, 비슷한 수익을 낸 기업 중 어떤 회사가 앞으로 더 양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볼 수 잇는 메뉴

화면안내

상세설명
Lookup
- Lookup 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업 선택
DD
- Dechow and Dichev Model
- 전기/당기/차기의 현금흐름을 통해 정상적 발생애고가 비정상적인 발생액을 구하는 방법
MDD
- McNichols, Dechow and Dichev Model
- 전기/당기/차기의 현금흐름을 Jones모형에 추가하여 정상적 발생액과 비정상적 발생액을 구하는 방법
PM
- Performance Matched Model
- Jones모형이 비정상적인 발생윽 과도하게 추정하는 것을 ROA를 추가하여 보완한 방법으로 MDD보다 빠르게
발생액 측정 가능
BS
- Ball and Shivakumar Model
- ball 등이 제안한 모델, MDD 에 영업현금흐름이 음일 때 1의 값을 부여하는 변수와 그 곱을 모형에 추가하여
비선형성을 반영한 방법
Revenue
- Revenue Model
- Stubben 모형, 다른 모델과 달리 매출액, 매출채권의 변동 통해 정상적 발생액과 비정상적 발생을 구하는 방법
기간 설정
- 조회를 원하는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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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ual Analysis

데이터 출력화면

2

Accrual Analysis

데이터 안내
Lookup 을 이용해 모델 선택 후, 폼 내에서 데이터 출력
복수개 기업의 데이터를 엑셀상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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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Generator

화면개요
사용자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론으로 지수를 생성하고 관리, 결과 및 분석 보고서를 조회하는 화
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O 에프앤가이드 지수엔진의 개요
에프앤가이드의 지수엔진(FnIndex)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종목을 제외
한 전 종목에 대해 정제된 수정주가와 자본금 DB를 기반으로 운용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가총액 가중방식,
동일 가중방식, 사용자 정의방식의 인덱스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선박 및 부동산투자회사, ETF, REITs 관련 종목
-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혹은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종목
Type-1. 시가총액 가중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은 KOSPI 200, KOSDAQ Star Index 등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근간으로 디자인 되
었고, 지수 산출에 필수적인 정제된 자본금 변동 이벤트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지수를 생성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지수의 구성종목 및 기간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지수 산출 산식
∑지수구성종목의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지수구성종목의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나. 시가총액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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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상 증자, 주식전환 등 개별기업의 자본변동이나 구성종목의 편출입 등이 발생하여 비교시가총액이 변
동되는 경우 해당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합니다.
시준시가총액의 수정 산식 : 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 구기준시가총액 = {변동전일 비교시가총액 +[-] 비
교시가총액변동액} / 신기준시가총액
 신기준시가총액 = 구기준시가총액 X {변동전일 비교시가총액 +[-] 비교시가총액변동액} / 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시가총액변동액 = 변동주식수 X 발행가 또는 변동주식수 X 전일종가
다. 기준시가총액 수정시기 및 내용
변동내역 :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감자, 분할/합병, 액면변경, 구성종목 변경
적용일 : 권리락일, 배당락일, 신주상장일, 변경등록일 등
Type-2. 동일 가중방식
지수의 구성종목이 동일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경우 지수의 변동은 개별종목의 주가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Type-3. 사용자 정의방식
복수 종목으로 구성된 펀드의 누적수익률을 구하는 개념으로써 자금의 편출입은 없다는 전제로 단순화 시킨 방식
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을 편출입일자(Start,End)와 함께 조정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Default Weight = 1)
O 지수의 생성 및 관리
사용자 지수 목록의 갱신
- 사용자가 생성한 지수의 목록을 갱신함.
신규 지수의 생성
- 지수 속성의 입력

지수명, 산출시작일, 기준 포인트, 비중 처리방식을 입력
- 기준 Basket 구성

개편주기 : 지수의 Rebalancing 주기를 설정.
유니버스 : 포트폴리오에 구성될 종목의 유니버스를 지정함.
- 실 Basket 편집

선택한 기준 Basket 의 구성종목 편출입 내역을 기초로 생성하고자 하는 지수 포트폴리오의 실 바스켓을 구성함.
개편주기별 편입일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기준 Basket의 구성종목이 기본적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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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전체추가(

), 제거(
), 전체 제거(
) 버튼을 이용해 실Basket을 구성할 수 있음.
: 엑셀을 통해 포트폴리오 Basket 을 편집함.
: 엑셀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 Basket을 DB에 저장함.
: 사용자가 구성한 포트폴리오 Basket 최종 구성을 엑셀에 조회함.

- 지수의 등록 및 생성
: 사용자가 구성한 포트폴리오 Basket을 이용해 지수를 등록하고 생성함.

-

종목 개편
의 실 Basket 편집과정을 통해 Basket의 구성 종목을 조정함.

지수의 생성
- 지수의 최종 생성일 이후 일자에 대한 지수 데이터의 생성
지수 데이터의 삭제
- 이미 생성된 지수 데이터 전체의 삭제
O 결과의 조회
지수 데이터의 생성이 완료되면, DataTrend, Analysis - One to one, Analysis – Constitution, Analysis –
Contiribution 을 통해 기초적인 결과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음.
지수의 시계열 조회(Data Trend)
- 생성된 지수의 시계열 데이터 조회, 주기 및 기간을 조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구간을 조회
- 일자, 종가지수, 거래량, 거래대금,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수익률

Analysis – One to one
- 사용자 포트폴리오 지수와 벤치마크 지수와의 상대수익률을 측정하여 조회.
- 지수 포인트, 시가총액, 상대지수, 상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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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 Constitution
- 사용자가 생성한 지수의 구성종목들이 안정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 분포된 현황을 조회
- 구성종목의 성장성 및 안정성 측면의 분포
- EPS, EPS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 재무관련 지표는 최근 발표 결산 실적(FY0) 기준임.

Analysis - Contribution
- 사용자가 생성한 지수의 구성종목 중 기여도가 높은 상위 20종목의 챠트 및 수익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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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화면개요
특정 이벤트의 발생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핛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로 대학교 재무전공
에서 논문주제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핛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비정상수익률을 추정
하는 네 가지 모형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이벤트 스터디 주제 선택 (한 번에 한 가지 주제 선택만 가능함.)
-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음: 자본금변동, 자사주/사채, 사업/투자, 기타
* 자본금변동: 기업분할, 기업합병, 액면분할, 무상소각, 유상소각,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익소각, 액면병합
주식배당, 현금배당
자사주/사채: 자사주취득,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사업/투자: 사업목적변경, 영업정지/조업중단, 시설투자/자원개발, 유형자산취득/처분, 업종변경, 영업양수도,
자본/기술도입
기타: DR발행, 소송, 상호변경, 기업설명회, 임원의횡령, 대표이사변경, 특허출원, 시장이전
사용자정의: 이벤트 스터디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이벤트
스터디를 할 수 있음 (밑에 자세한 설명 참조).
유니버스 선택 (샘플을 추출할 시장을 선택)
- 시장선택: 디폴트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 업종선택: 디폴트는 전 종목. 사용자가 특정 스타일 (사이즈 및 업종)을 선택할 수 있음.
- 주식종류: 보통주, 우선주를 구별할 수 있음.
- 상장폐지포함: 현재 시점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옵션을 제공함.
- 관리종목포함: 현재 관리 종목으로 구분된 종목들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옵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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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vent Study

상세설명
벤치마크선택: 앞에서 선택한 시장 및 업종에 맞게 다양한 벤치마크를 선택할 수 있음.
데이터 조회가 가능한 최초일자 정보를 제공함.
기간선택 선택
- 데이터조회기간: 사용자가 이벤트 샘플을 구할 기간을 설정함.
- 이벤트 기준일: 모든 이벤트의 이벤트 기준일은 최초 공시일임.
변동일(납입일+1일)은 자본금변동을 유발하는
이벤트의 경우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업합병, 무상소각, 유상소각, 이익소각, 무상증자, 유상증자, 액면병합,
액면분할,주식배당). 변동일을 제공하는 이유는 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폭넓은 과거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것임.
- 이벤트 구간: 선택한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설정함. 디폴트는 최초공시일
전후 30일로 사용자가 바꿀 수 있음.
- 알파베타 추정기간: 시장모형에 의한 기대수익률 추정기간. 주가가 선택한 이벤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선택함.
다운로드: 추출된 샘플의 raw data (주가, 일별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알파, 베타, 비이상수익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출력 (Submit): 선택한 이벤트의 스터디 결과를 출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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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예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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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vent Study

상세설명- 사용자정의
사용자정의파일: 폴더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열기 창이 뜨는데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면 됨.
- 위의 예시파일의 형태대로 사용자정의 파일을 만들어 올리면 됨.
* 기업코드(Ticker), 기업명(Company Name), 공시일(Announcement Date)
* 기업코드나 기업명은 text형식으로 맞춰야 하며, 공시일은 일반형식으로 ‘-‘, ‘/’등의 구분자 없이 yyyymmdd의
순서로 날짜를 입력해야 함.
* 기업코드 앞에 ‘A’를 꼭 넣을 필요는 없음.
* 기업코드나 기업명 둘 중의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나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이어야 함.
- 이때, 업로드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sheet명은 반드시 “Datasheet”라고 해야 함. sheet이름을 바꾸지 않고
엑셀파일의 디폴트인 sheet1, sheet2, etc식의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업로드 되지 않음.
- 사용자정의 파일은 반드시 A열부터 데이터를 채워야 함.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함.

시작 행의 위치는 무관하나, 열은 반드시 A열부터

유효성 검사
- 유효성 검사란, 업로드한 데이터의 기업코드와 기업명의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하는 기능임.
- 파일을 업로드 한 후에 반드시 유효성 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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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데이터 출력화면

< 화면 1- 이벤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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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 화면 2-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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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 화면 3- 수익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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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 화면 4-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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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스터디
Premium/ Event Study

< 화면 5- 시장모델>

화면설명: 총 6개의 화면으로 구성됨.
화면 1- 이벤트요약
-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총 사건 수, 기업별 사건 수를 보여줌.
화면 2- 세부항목
- 개별 샘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줌.
- 사용자가 자신의 스터디에 맞지 않는 샘플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화면임.
화면 3- 수익률통계
- 이벤트 구간과 추정구간 사이에 주가 정보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임.
화면 4- 통계치
- 모형 별로 개별 종목 별로의 통계치를 보여줌
화면 5- 시장모델
- 시장모델을 이용한 평균비이상수익률 및 누적비이상수익률의 값과 이룰 검정하기 위한 통계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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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6- RawData>

■ Raw Data

Days

Ticker

Name

AR(Abnormal Return)

CAR(Cumulative AR)

-20 A012860

대동

-0.021489631

-0.021489631

-19 A012860

대동

0.027956687

0.006467056

-18 A012860

대동

-0.024744928

-0.018277872

-17 A012860

대동

-0.023493837

-0.041771709

-16 A012860

대동

-0.013122749

-0.054894458

-15 A012860

대동

-0.027839869

-0.082734327

-14 A012860

대동

-0.028509652

-0.111243979

-13 A012860

대동

0.00155373

-0.109690249

-12 A012860

대동

-0.023365221

-0.13305547

-11 A012860

대동

0.007492312

-0.125563158

-10 A012860

대동

0.017087421

-0.108475736

-9 A012860

대동

-0.000391283

-0.108867019

-8 A012860

대동

-0.000394891

-0.10926191

-7 A012860

대동

-0.002292424

-0.111554333

-6 A012860

대동

-0.009868181

-0.121422515

-5 A012860

대동

-0.025193187

-0.146615702

-4 A012860

대동

0.001613826

-0.145001876

-3 A012860

대동

0.001598627

-0.143403249

-2 A012860

대동

-0.000354439

-0.143757688

-1 A012860

대동

-0.006160896

-0.149918584

0 A012860

대동

0.0190668

-0.130851784

1 A012860

대동

0.018620124

-0.11223166

2 A012860

대동

-0.011603411

-0.123835071

3 A012860

대동

-0.013570619

-0.13740569

4 A012860

대동

-0.009896986

-0.147302676

5 A012860

대동

-0.013786677

-0.16108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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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Wizard

Refresh / Refresh Wizard

화면개요
DataGuide를 통해 다운로드한 모든 엑셀 자료들을 전체 오픈된 파일, 지정파일, 선택한 시트별로 일괄적으로 갱신
업무 종료 후 필요한 자료 전체를 갱신할때 유용 (Cancel 기능으로 중지 가능)

화면안내

상세설명

-

범위
전체파일
현재 엑셀 에플리케이션 상에 열려 있는 모든 엑셀 파일에 대해 시트별로 일괄적으로 갱신

-

파일
현재 엑셀 에플리케이션 상에 열려 있는 엑셀 파일중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갱신

-

워크시트
현재 Active 된 엑셀파일의 시트중 사용자가 지정한 시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갱신

-

File Open
File Open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하고자 하는 파일을 오픈할 수 있음

-

수행중지(Cancel 버튼)
Submit버튼을 누르면 리프래쉬가 실행되며 close버튼이 Cancel버튼으로 교체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됨
수행 정지시 현재 갱신되고 있는 자료가 완료된 이후에 전체 Refresh 수행이 종료됨.

1

New Refresh Button

화면개요
DataGuide3.0 에서 사용하던 Refresh 버튼을 DataGuide5.0 Refresh 버튼으로 바꿀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New Refresh Button
- DataGuide3.0에서 쓰였던 Refresh버튼있는 셀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New Refresh Button 이 있습니다.
DataGuide5.0 에서 쓰이는 Refresh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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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Converter

화면개요
DataGuide3.0 으로 출력된 파일 또는 시트의 Refresh 버튼을 한번에 DataGuide5.0 Refresh 버튼으로 바꿀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안내

1

Refresh Converter

상세설명
DataGuide3.0 Refresh 버튼
- DataGuide3.0으로 기출력된 시트의 Refresh 버튼입니다.
Refresh Converter 메뉴 – 범위
- 범위 : DataGuide5.0 Refresh 버튼으로 바꿀려는 범위(전체파일, 파일, 워크시트)를 설정합니다.
Refresh Converter 메뉴 – 상세
- 상세 : 범위를 설정하고 난 뒤, 범위 안에 있는 작은 단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DataGuide5.0 Refresh 버튼
- Refresh 버튼이 바뀐 후 출력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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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

개요
Look-up은 DataGuide5.0에서 제공하는 각종 코드성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통합 창으로써
기업(종목)코드, 산업(업종)코드, 추정기관코드, 애널리스트코드, DR코드, 채권 발행기관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Code Look-up과 개별기업(또는 종목)에 대한 재무, 컨센서스, 주가, 일반사항 및 산업(업종)별 Aggregates 항목
등을 검색할 수 있는 Item Look-u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필요할 때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Look-up 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de Lookup 창의 구성 및 기능

Look-up 메뉴 이동
- 사용자가 필요한 Look-up의 종류로 이동하기 위한 탭 메뉴.
Category 선택 영역
- Look-up의 종류에 따라 찾고자 하는 코드의 분류 체계를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 콤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 또한, "Search from here!"란을 이용하여 해당 분류 내에서 원하는 항목을 보다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코드를 찾은 후 더블클릭이나 Drag & Drop을 통하여 선택된 항목(코드)을 Call한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Refresh 버튼
- Category의 각 콤보를 선택하면 해당 리스트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하단에 나타납니다.
- 이때는 사용자PC에 캐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읽어 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Refresh"버튼을 이용하여
당사 서버와 해당 리스트를 동기화 시키기 위한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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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and Drop mode
- 기업(종목)코드나 데이터 항목을 Drag & Drop 기능을 이용해 엑셀의 Output Sheet에 끌어 놓는 방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Include Name (Check box) : 선택된 항목의 코드값 뿐 아니라, 코드명을 포함하여 옮겨갈 때 사용
- Column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좌→우"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 Row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상→하"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해외기업 탭
# Code Look-up 메뉴의 종류
- 기업 : 기업/종목(해외기업/종목 포함) 찾기. 섹터별, 상장여부, 결산월별, 기타 조건 검색
- 지수 : 주식/채권/대안 지수(해외 INDEX 포함) 찾기
- DR : GDR/ADR 찾기
- 파생 : 금리, 통화, 상품 등 찾기
- ELW : ELW 종목 찾기

Code Lookup 창을 실행하는 방법
1.

개별 화면의 “돋보기 버튼” 이용

종목, 업종 등 개별 화면에서 코드를 찾고자 하는 경우
- 돋보기 모양의 Icon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Look-up이 불러지고, 원하는 코드를 찾아 더블클릭하면
Call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종목을 찾는 경우 종목명 중 일부를 넣고 엔터 키를 치면, 입력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어 여기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장/등록 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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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셀 Output 에 있는 Refresh 버튼 이용

상단 출력물의 Refresh 버튼에서 우측마우스를 누르면 Look-up 창을 불러올 수 있으며, Look-up 화면들 모두는
Drag & Drop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우스로 엑셀의 해당셀로 직접 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em Lookup 창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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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 메뉴 이동
- 사용자가 필요한 Look-up 의 종류로 이동하기 위한 탭 메뉴.
Category 선택 영역(1)
- 상단 각 탭별 item 을 tree 구조로 하여 어디에 속한 item 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Category 선택 영역(2)
- Category 선택 영역(1)에서 고른 item 별로 하위 item 이 출력됩니다.
- 원하는 코드를 찾은 후 더블클릭이나 Drag & Drop 을 통하여 선택된 항목을 call한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우측 Definition 버튼을 이용해 선택한 item 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resh 및 출력 옵션 변경
- Category의 각 콤보를 선택하면 해당 리스트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하단에 나타납니다.
- 이때는 사용자PC에 캐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읽어 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Refresh"버튼을 이용하여
당사 서버와 해당 리스트를 동기화 시키기 위한 버튼입니다.
- Column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좌→우"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 Row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상→하"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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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Look-up은 DataGuide5.0에서 제공하는 각종 코드성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통합 창으로써
기업(종목)코드, 산업(업종)코드, 추정기관코드, 애널리스트코드, DR코드, 채권 발행기관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Code Look-up과 개별기업(또는 종목)에 대한 재무, 컨센서스, 주가, 일반사항 및 산업(업종)별 Aggregates 항목
등을 검색할 수 있는 Item Look-u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필요할 때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Look-up 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de Lookup 창의 구성 및 기능

Look-up 메뉴 이동
- 사용자가 필요한 Look-up의 종류로 이동하기 위한 탭 메뉴.
Category 선택 영역
- Look-up의 종류에 따라 찾고자 하는 코드의 분류 체계를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 콤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 또한, "Search from here!"란을 이용하여 해당 분류 내에서 원하는 항목을 보다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코드를 찾은 후 더블클릭이나 Drag & Drop을 통하여 선택된 항목(코드)을 Call한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Refresh 버튼
- Category의 각 콤보를 선택하면 해당 리스트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하단에 나타납니다.
- 이때는 사용자PC에 캐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읽어 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Refresh"버튼을 이용하여
당사 서버와 해당 리스트를 동기화 시키기 위한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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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and Drop mode
- 기업(종목)코드나 데이터 항목을 Drag & Drop 기능을 이용해 엑셀의 Output Sheet에 끌어 놓는 방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Include Name (Check box) : 선택된 항목의 코드값 뿐 아니라, 코드명을 포함하여 옮겨갈 때 사용
- Column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좌→우"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 Row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상→하"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해외기업 탭
# Code Look-up 메뉴의 종류
- 기업 : 기업/종목(해외기업/종목 포함) 찾기. 섹터별, 상장여부, 결산월별, 기타 조건 검색
- 지수 : 주식/채권/대안 지수(해외 INDEX 포함) 찾기
- DR : GDR/ADR 찾기
- 파생 : 금리, 통화, 상품 등 찾기
- ELW : ELW 종목 찾기

Code Lookup 창을 실행하는 방법
1.

개별 화면의 “돋보기 버튼” 이용

종목, 업종 등 개별 화면에서 코드를 찾고자 하는 경우
- 돋보기 모양의 Icon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Look-up이 불러지고, 원하는 코드를 찾아 더블클릭하면
Call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종목을 찾는 경우 종목명 중 일부를 넣고 엔터 키를 치면, 입력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어 여기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장/등록 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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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셀 Output 에 있는 Refresh 버튼 이용

상단 출력물의 Refresh 버튼에서 우측마우스를 누르면 Look-up 창을 불러올 수 있으며, Look-up 화면들 모두는
Drag & Drop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우스로 엑셀의 해당셀로 직접 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em Lookup 창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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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

Look-up 메뉴 이동
- 사용자가 필요한 Look-up 의 종류로 이동하기 위한 탭 메뉴.
Category 선택 영역(1)
- 상단 각 탭별 item 을 tree 구조로 하여 어디에 속한 item 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Category 선택 영역(2)
- Category 선택 영역(1)에서 고른 item 별로 하위 item 이 출력됩니다.
- 원하는 코드를 찾은 후 더블클릭이나 Drag & Drop 을 통하여 선택된 항목을 call한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
-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우측 Definition 버튼을 이용해 선택한 item 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resh 및 출력 옵션 변경
- Category의 각 콤보를 선택하면 해당 리스트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하단에 나타납니다.
- 이때는 사용자PC에 캐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읽어 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Refresh"버튼을 이용하여
당사 서버와 해당 리스트를 동기화 시키기 위한 버튼입니다.
- Column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좌→우"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 Row Set(Toggle button) : Drag 한 자료가 Drop 될때 Cursor 위치에서 "상→하" 의 Cell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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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화면개요
Settings 에서 설정한 관심 주제 및 조건에 대해 real-time 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관심 주제 및 조건을 설정하여 윈도우 작업 표시줄 우측 화단(사용자마다 작업표시줄 위치 상이)에
Real-time 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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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화면개요
DataGuide 를 사용하는 환경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기본 설정 – 일반
- 메뉴 및 데이터의 언어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 – 출력
- 출력 위치, 날짜 정렬, 엑셀 그리드 선 숨김, 자동 열맞춤 사용, 출력물 색상, 글꼴 및 크기 등을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 – 데이터
- 재무비율 값 출력(코드, 값), 회계기준 공시데이터 보기(변환값, 비교식), 환율 적용(역사적 환율, 현행 환율)
등을 설정합니다.
엑셀 설정
- DataGuide 메뉴 종류(리본 메뉴, 클래식 메뉴)를 설정합니다.
고급 설정 – 알림
- Alert 메뉴로 알려주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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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Control

화면개요
DataGuide 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한 점이나 문의사항을 원격제어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안내

상세설명
Submit
- 고객이 원격지원을 필요로 할시, submit 클릭하여 요청합니다.
고객정보 입력
- 고객응대사항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고객 상호(이름)명,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채널
- 당사 고객원격지원채널이 6개이므로 DataGuide 전용 채널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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