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Tipsheet

<EMIS 소개>
EMIS 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등 130 여개국 산재한 모든 신흥국의 기업 – 산업 –
국가경제 - 데이터와 각종 리포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본 TipSheet 에서는 몇가지의 간단한 사용팁만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User Guide 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사용 문의사항은 해당 Account Manage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의 설정사항>


국가/지역 선택하기 :

어떤 주제를 검색하시든 160 여개가 넘는 국가가
포함되어 검색결과가 너무 많거나 불필요한 지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찾으시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검색결과가 많이 없는 경우, 지역을 국가에서
지역 또는 전체로 좀더 넓혀 설정하여 주십시오.



컨텐츠 언어설정 하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검색을 하실때에
영문이외의 현지 언어로 되어 있는 리포트나
뉴스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약 14 개 정도의 언어가 지원되며 특히 중국어, 스페인,
러시아어 , 아랍어 등은 현지언어로 되어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Content Language 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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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이용한 통합 검색방법>
Keyword Searching
검색창에 통합검색을 하실 때에는 하나의 단어만 넣어 검색하기 보다 가능한 많은 동의어나 연관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시면 더 정확도가 높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oolean Operators
구글 검색 등에 사용되는 보편화 된 Boolean Searching 기법인 AND/OR/NOT 또는 *와일드 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치바 하단에 Search Tips 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Example:: (handset OR mobile) NEAR10 telecom*
본 search strings 는 handset 또는 mobile 근처 10 개 단어 안에 telecom 이 포함된 자료를 검색합니다. 별표 (*)는 하나의 와일드카드로서 영문의 s, ing, ed
등의 변이를 포함한 단어를 검색해줍니다. 이 예시에서는 tele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ng 등의 단어 조합의 외일드 카드입니다.
또한 “NEAR(단어갯수)” function 을 사용하시면 단어간의 관련성을 더 높여 주어 검색이 더 정확해집니다.

+ 좌측 Filter Results 에서 Search Title Only 를 선택하면 검색 단어가 리포트/뉴스/기업의 제목에만 포함되는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Search result 가 많을 경우 또는 너무 적을 경우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좁히는 데 용이합니다.
+ Documents 탭안에 analysis 를 선택해 주시면 보고서만 검색되고 Statistics 를 선택하시면 관련 데이터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나 기업정보 등 다른 카테고리의 검색결과도 Result 의 각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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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검색 외 유용한 툴>
1. Cross Country Comparison
Country Analysis> Tools> Cross Country Comparison
여러 국가의 GDP, CPI, 부채, 이자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왼쪽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표를 선택하여 추가/제거가 가능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Excel 로 손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Industry Statistics
Industry Analysis> Select Target Industry > Statistics Tab
선택된 국가별 산업지표 및 전망치의 시계열 데이터만 보고자 할때에는 Industry> Target Industry 선정 후 Statistics
탭에서 해당 산업 관련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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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ustry Benchmark
Industry Analysis> Select Target Industry > Benchmark Tab
선택된 한 국가의 특정 산업군내에 기업들의 재무재표를 조합하여 보여주는 툴입니다. 벤치마킹을 이용하여 기업과
산업전체를 비교 하거나 특정산업의 매출액, 총자산, 유동비율 등 의 재무재표 아이템을 선택하여 거시적인
트렌드를 바로 읽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기업의 갯수를 클릭하시면 개별기업들의 재무재표 아이템별 순위, 그리고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그래프로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4. M&A Screening *본 기능은 EMIS Professional 구독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모듈입니다.
Company Analysis> Data> EMIS DealWatch> Deal Database
M&A 스크리닝을 통하여 관심있는 신흥 지역 또는 산업의 transaction 을 참고하여 업계 동향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딜의 상세 정보와 소스도 Details 에서 함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