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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KOSPI, KOSDAQ, KONEX)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방대한 기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Web 서비스입니다.

대학교, 연구소 및 투자기관 등에서 

기업의 분석·연구 및 투자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하게 한글·영문·일문으로 

서비스합니다.

기업정보 TS2000은 

TS2000과 COINS를 통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Web Service

국내 최초 
표준화된 

IFRS 
기업정보 방대한 

기업정보

세분화된  
시계열 분석 자료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다국어 서비스취업에 
최적화된
기업정보

기업정보 
TS2000



▶ 기업의 각종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석자료 추출과 Download 기능 제공

기업의 재무분석, 미래 재무추정 및 예측 분석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Solution입니다. TS2000

이용자가
원하는

DATA 추출 

35년간의 
시계열 

DATA 추출   

50여개의 
정형화된 

비재무자료 
추출 

쉽고 빠른 
이용자 중심의 

Interface  

대량의 기업정보를 가장 빠른 속도로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Form으로 엑셀 저장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Interface 제공

Total Solution 2000

TS2000의 주요 기능

Cloud 저장 기능 제공Pivot 기능과 다양한 저장 Form 옵션 제공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Drag & Drop 지원합니다.

▲   작업의 History를 저장하여 다시 작업할 수 
있습니다.

Total Solution 2000

상장협

35년 재무조회

• 기업가치분석

• 투자분석

• 최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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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RANGE

이해관계자  
현황

기업일반  
현황

기업 개요_  회사의 연혁, 목적사업과 매출액 구성, 경쟁업체별 시장점유 현황, 

신용평가사별 신용평가등급 현황 등

ISSUE 현황_  주식발행 현황, 주식별 배당현황, 배당성향, 배당·자기주식·

자본금 변동·의결권 현황, 신종사채 발행 현황 등

사업 내용_  사업부문별 현황, 주요 제품, 주요 원재료, 생산 및 설비, 제품별 

수출 현황, 수주 사항, 생산가동률, 연구개발 현황, 환위험 관리 현황, 부가가치 

현황, 자산평가방법 등

재무자료  
현황

시장구분 수록년도 

KOSPI 1981Y∼

KOSDAQ 1997Y∼

KONEX 2012Y∼

외부감사대상법인 1999Y∼

※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자료 구축             

▶   재무제표 이외 주석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록 

(총 8개 업종으로 분류, IFRS기준 제조업 : 1,800여개)

▶ 별도(개별), 연결 재무자료 수록

▶ K-IFRS와 일반회계기준 재무제표 양식 변환 서비스

계열회사 현황_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간 투자지분 현황, 회사와 타법

인출자 현황 등

주주 현황_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5% 이상 주요주주 현황, 

투자지분 주식의 분포,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경영자·계열회사 투자지분 현황 등

임·직원 현황_  등기·미등기 임원 현황, 감사위원 및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임원 보수 현황, 스톡옵션 부여 현황, 직원현황, 평균급여, 평균근속연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현황_  채무보증/담보 등 우발 현황, 출자 현황, 유가

증권·부동산 매매, 영업·자산양수도 현황, 공급계약 현황 등

외부감사_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감사·비감사 용역체결 현황 등

주요  
이용기관 

국내 서울대학교 등, 해외 프린스턴대학교, 한국거래소, 연구소, 정보서비스 

기관 및 투자기관 등에서 기업정보 TS200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TS2000 주요 기관 이용 현황

이용기관 수 비 율(%)

대학교 
56곳

대학교 
68.3%

기관
8곳

기관
9.8%

연구소
8곳

연구소
9.8%

정보서비스 기관  
8곳

정보서비스 기관 9.8%

기타 2곳 기타 2.3%



▶ 기업이 공시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기업의 각종 자료를 상세하게 파악

COINS는 기업이 공시하는 각종 보고서 전반에 걸친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Solution입니다.

Corporate Information SolutionCOINS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회·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조회한 DATA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 창 Interface 제공

History 기능 제공

Corporate Information Solution

COINS의 주요 기능

회사/자료별 비교분석이  
편리한 다중창 Interface 

제공 합니다. ▶

이용자가 조회한 DATA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➊ 기업정보 : 상장법인(KOSPI, KOSDAQ, KONEX) 및 외부감상대상법인의 일반사항, 주석사항, 재무사항 K-IFRS와 K-GAAP으로 조회 

➋ 실적정보 : 상장법인(KOSPI, KOSDAQ)의 결산 실적(사업·반기·분기) 자료를 법정공시 마감 익일 조회 

➌ 순위정보 : 국내 유일하게 전체 계정과목과 재무비율 항목의 기업 순위 정보 조회  

➍ 대규모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정보로써 지분율 및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계열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각종 

현황정보 조회

➊ ➋ ➌ ➍



기업정보 TS2000 서비스 회원가입 문의  Tel_ 02-2087-7232  정보사업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81

www.kocoinf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