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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VALUE 는 외감 이상 30,000 여 社 기업의 개요, 재무 및 주가정보 DATA를 시계열형태로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IS-VALUE 서비스 소개01

01

∙ 상장/코스닥/외감 약 30,000社

표준재무 및 비재무정보 일괄 출력

02

∙ 최장 시계열(최대 40년)로

현황/재무/주가정보 제공

∙ 장기 DB검토 및 계량적 연구에 유용

03

∙ 원하는 항목으로 TEMPLATE을

구성하여 자료를 Excel로 출력

∙ 맞춤형 정보 축적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지원

국내 최대 DATA DB 최대 40년 시계열 정보 TEMPLATE WIZAR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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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이상 법인이란 ? 

정식 명칭은 외부회계감사법인 이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3297호)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회계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으로 부터 감사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요건

• 주권상장법인및해당또는다음사업연도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50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직전사업년도말기준) 2가지이상해당

1. 자산총액이 120억이상

2. 부채총액이 70억이상

3. 직전사업연도말매출액이 100억이상

4. 직전사업연도말종업원이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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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VALUE 서비스는 상장/코스닥 및 외감기업 (약 30,000 社)의 재무데이터, 시장데이터, 

개요데이터 등을 시계열 형태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Data

Explorer

개별 기업에 대한 개요 및 재무정보, 재무분석, 기업가치, 주가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 

복수 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재무분석 ,추정기업

가치, 결합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Massive 
Download 

재무제표 유형별, 산업 분류별, 소속 시장별 등 다양한 기업

리스트를 선택하여 다수 기업의 개요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PeerGroup
Analysis 

사용자가 정한 기업 리스트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한 재무

항목을 원하는 형식으로 한번에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KIS-VALUE 서비스 소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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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업 별, 소속 시장 별 등 다양한 기업리스트 를 선택하여 다수 기업의 개요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 등을 조회하고 Excel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KIS-VALUE 서비스 소개 활용 사례

※ 사진 설명
Massive Download 메뉴를 활용하여 KOSPI 
상장 기업들의 FY20 ~FY21 재무정보를 조회,
출력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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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earch(Excel) 서비스는 기존 KIS-VALUE 서비스를 대체 예정인 리뉴얼 버전의 서비스로서,

Excel Add-in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홍익대학교는 23년 01월부터 정식 제공 예정)

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02

국내 최고 품질의 기업, 시장, 재무

표준 데이터베이스 보유

사용자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확장 가능한 Excel add-in  방식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및 AI 기술 기반

Data-Driven 인사이트 확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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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earch(Excel)은 KIS-VALUE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 개선된 사항

구분 KIS-VALUE ValueSearch(Excel)

UI 전용 C/S 프로그램 사용
Excel add-in 

※ MS Excel 2013 버전 이상

DATA

Coverage 외감 3만 社 외감 3만 社 + 비외감 약 150만 社

제공 범위
기업개요, 재무제표, 재무비율, 기업가치분석, 

주가정보, 거시경제정보, 산업분석, 자본금변동, 
valuation 등

기존 KV 범위 + 뉴스, 경제지표, 특허정보

표준산업분류 9차 10차

업데이트 특정 시점 재추출 실행 시 자동 refresh

기능

-
문서데이터(공시문서, 증권사리포트, IR, 뉴스 등)에서

키워드로 연관 기업 검색

- 분석 편의를 위한 템플릿 제공

추출 옵션 설정에 따른 DATA 다운로드 API 방식의 쿼리 함수를 활용한 DATA 호출

문의 채널 유선 & email 유선 & email & 챗봇 활용 실시간 채널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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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IS-VALUE 서비스를 대체 예정인 Value-Search (Excel)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DEMO계정과 설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2 서비스 이용방법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

※ DEMO 계정 안내
ID : vse_demo@nice.co.kr
PW : 123456

※ 설치방법

▶ Step1. Excel add-in 프로그램 설치
(1) Value-Search(Excel) 페이지 접속

(※  URL : https://www.kisvalue.com/web/landing.jsp)
(2) ‘설치방법 안내’ 메뉴 클릭
(3) ‘Excel add-in’ 메뉴 클릭

▶ Step2. Value-Search (Excel) 실행
(1) ValueSearch 탭 > ValueSearch 버튼 클릭
(2) DEMO ID/PW 입력후 로그인하여 서비스 시작

https://www.kisvalue.com/web/landin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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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50만개 상장, 비상장외감, 비외감 일반기업의 재무데이터, 시장데이터, 개요데이터, 

문서데이터와 각종 경제지표를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업데이터
입력한 기업리스트에 대해 필요한 항목(재무, 시장, 개요)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재무제표
개별 기업의 연도/분기별, 누적/기간, 연결/개별

상세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합니다.

템플릿
재무분석, 산업분석, 상대가치평가 등

기본 제공 템플릿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합니다.

기업
스크리너

기업분류, 주소, 문서, 산업 등 조건으로 기업을 찾고, 

스크리닝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Massive 다운로드 합니다.

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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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earch(Excel)은 뉴스, IR , 증권사리포트, 특허 등 문서 기반으로 연관된 기업 및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 활용 사례

※ 사진 설명
기업스크리너 메뉴를 활용하여 ‘ESG’ 키워드 연관 기업들의 개요 정보를
조회,출력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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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earch(Excel)은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조회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Value-Search(Excel) 서비스 소개 활용 사례

※ 사진 설명
쿼리시트생성 메뉴를 활용하여 “ 그린뉴딜” 공시 기업
대상 , 2021년도 매출액 조회, 출력한 화면



Q&A
KIS-VALUE /VALUE-SEARCH(EXCEL)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NICE평가정보 권기백 매니저

E-MAIL : wisekibaek@groupmail.nice.co.kr

TEL : 02-3771-1531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