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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reau van Dijk 소개

뷰로반다익은 비즈니스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으로서 뷰로반다익은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시장에서 가장 풍부하고 신뢰도 높은 비상장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의 솔루션은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뷰로반다익은 비상장 기업과 기업 구조에 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뷰로반다익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보다 높은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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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 정보

Orbis는 비교 가능한
비상장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리소스입니다

Orbis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기업을 
찾고,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효율성을 향상하세요.

뷰로반다익은 광범위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표준화하여 더욱 가치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Orbis가 제공하는 정보

•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 정보
•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데이터 - 은행과 보험사 포함
• 재무 건전성 지표 및 예상 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기업의 등급 산정
• 관련 뉴스 및 독자적인 리서치
• 광범위한 기업 지배 구조 및 실소유주 정보
• 원본 문서 및 문서구매(document ordering) 서비스
•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 대한 데이터
• 글로벌 M&A 거래 및 루머
• 선박 데이터
• ESG 평판리스크 지표 및 평가
• 공공입찰 데이터
• PIE(공익기업)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로열티 계약
• PEPs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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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Orbis의 정보는 즉시 
비교 및 검색 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 비교

뷰로반다익의 보고서는 지역마다 다른 신고 규정과 회계 
관행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해외 
기업의 정보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10
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이전의 정보는 
Orbis Historical을 구독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방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

법적 신고 의무가 저마다 달라 비상장 기업 정보 취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Orbis에 등재된 정보는 99% 이상이 
비상장 기업 정보입니다. 뷰로반다익은 가능한 한 가장 
양질의 비상장 기업 정보를 취합,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Orbis는 재무 정보 전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무 건전성 지표를 제공합니다.

160개 이상의 정보 제공 파트너에서 수집한 정보로 
얻는 이점

뷰로반다익은 Orbis에서 최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며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160개 이상의 
정보 제공 파트너와 수백 개 이상의 자체 소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뷰로반다익은 Orbis를 통해 광범위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더욱 풍부하고 
강력하며 조사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합니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한 전 세계 기업 검색

Orbis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여러 
지역과 국가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무 정보, 성장률, 추정치 등의 
검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bis는 해외 업종 
코드와 지역 업종 코드를 매칭하여 제공하므로 단일화된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기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조건을 통한 정밀한 검색

수백 가지 검색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M&A 정보를 조회하여 더욱 명확하게 조사

Orbis에서는 Zephyr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M&A 
거래 및 루머에 접속하여 전세계의  M&A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 및 계층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이해와 빠른 정보 
파악

Orbis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간접 자회사 및 주주
• 기업의 독립성 수준
• 기업의 지배주주
• 그룹사 내 다른 기업의 상세 정보

또한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 정보도 제공하므로 
원하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직접 원하는 지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의 소유권 데이터는 포괄적인 범위와 높은 
정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은 정보 
제공 파트너뿐 아니라 다양한 추가 출처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취합하고 첨부하며 보완합니다.

• SEC 제출 서류 등 공식 등기부 등본 및 주식 거래
• 연간 보고서
• private correspondence
• 전화 리서치
• 기업 웹사이트
• 뉴스
• M&A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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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로반다익의 재무 건전성 지표 활용

전문가가 고안한 Orbis의 재무 모델을 표준화된 기업 
보고서와 함께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망과 예측 지표를 받아보세요. 이와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기업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귀사의 자체 모델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bis의 모델링된 예상 재무제표를 통해 예측 분석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Qualitative 
scores 활용

재무 정보가 없어도 Orbis의 Qualitative scores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Qualitative scores는 다음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합니다.

• 모기업 및 자회사의 규모와 건전성
•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 수
• 업력, 직원 수, 자본과 법적 형태 등 기업의 이력 및 

구조

향상된 사용자 경험

Orbis의 최신 인터페이스는 더욱 빠르고 쉽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어 간결한 환경에서 정교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된 탐색 기능, 더욱 간결한 화면 및 새로운 탐색 
메뉴 

• 정보 분석에 용이한 'ownership explorer', 'pivot 
analysis'과 'heat map' 기능 등의 데이터 시각화 도구

• 명확하고 시안성이 좋은 시각 자료와 텍스트로 기업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 프로필' 형식

다양한 방법을 통한 Orbis의 활용

Orbis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액세스하거나, 기업 규모 또는 
지역 커버리지 등으로 지정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앱, 웹 서비스와 add-in을 통해 Orbis의 
데이터와 기능을 귀사의 자체 시스템에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Orbis 데이터를 분석 템플릿으로 가져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및 보완하고 귀사의 워크플로와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독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구독을 이용하거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 
뷰로반다익 Credit Accoun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Orbis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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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를 이용하면 더욱 많은 사안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및 요약 정보

다음을 비롯한 정확도 높은 최신 기업 세부정보를 
받아보세요.

• 법인 설립일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URL

기업 고유 식별코드 

Orbis는 성공적인 통합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기업별 고유 
식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각 기업의 국가 회사 번호에서 생성된  
BvD (뷰로반다익) ID 번호

• 현지 ID 번호
• LEI (법인식별기호) 번호 등	

기타 중요한 ID 번호

업종 및 활동

다음을 포함한 기업 업종과 활동에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지역 및 해외 분류의 기본 및 보조 업종 코드
• 비즈니스 활동
• 제품 및 서비스 설명

국가 정보 및 EIU 국가 프로필

• 인구
• GDP
• 정치적 안정성 및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다루는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국가 전망

상세 개요

수백만 개 기업의 다음과 같은 정보:

• 연혁
• 기업 활동

• 운영 범위
• 비즈니스 라인

맞춤 데이터 섹션

직접 비율과 필드를 만들고, 귀사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기업,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재무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업 형식이 제공됩니다.

• 대차대조표  	26개 항목
• 손익계산서   26개 항목
• 재무비율      33개 비율

재무 건전성

높은 평판을 자랑하는 독립적인 제공업체 6곳의 평가 
모델을 통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재무제표에 기반한 3천 6백만 개 기업의	
신용 등급

• 여러 국가와 업종에 걸쳐 비교 가능한	
지표

• 변경 사항 모니터링 및 알림
• 명확한 대시보드 개요, 관련 비율과 과거 데이터 및 

동향을 포함한 상세 데이터 시트
• 기업의 부도율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과 취약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Qualitative scores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기관 ModeFinance가 제공하는 이 점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변수를 측정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 모기업 및 자회사의 규모와 건전성
 – 경영진 및 이사 수
 – 업력, 직원 수, 자본과 법적 형태 등 이력 및 구조

예상 재무제표

기업, 지역과 업종을 평가한 모델에 기반하여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의 리스크와 보상을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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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Orbis는 뷰로반다익의 M&A 데이터베이스인 Zephyr를 
통해 M&A, IPO 및 벤처캐피털 거래 데이터 및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Zephyr는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공합니다.

• M&A 활동
• IPO

• 합작투자
• 사모펀드 거래

금융기관을 위한 AML documentation

• AML 정책 (AML policies)
• 회사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은행 설립 인가 (Banking licenses)
• 법인 설립 인가증 (Certificates of incorporation)
• 상업 등기부 등본 (Extracts from commercial 

registers)
• 각 국가 규제기관별	

규제 대상 금융기관 목록 
• US Patriot Act certification

PEPs, 제재 대상 및 기타 watchlists

Orbis는 개인, 회사 및 기업 그룹을 PEPs, 제재 및 기타 
watchlists와 대조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박 데이터

Orbis를 사용하여 특정 선박의 제재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물 정보 및 연락처

Orbis는 다음과 같이 기업 내 또는 기업과 연계된 관련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 자문위원
• 감사위원
• 이사회 위원

• 이사
• 고위 간부
• 기타 담당자

Orbis에서는 이러한 인물의 과거 및 현재 직책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자들과의 관계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Orbis의 뉴스 서비스는 세계 각지의 기업 관련 최신 뉴스를 
제공하며, 부정적인 내용도 가감없이 제공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분마다 업데이트되는 
Orbis의 뉴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관련 기사를 수집합니다.

• EIU
• NewsEdge (Acquire Media)
• Reuters
• Zephyr
• Factiva
• Syndigate

ESG 평판 리스크 데이터

평판 리스크 지수과 평판 리스크 평가를 비롯한 기업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 지표를 사용하여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의 평판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계 리서치

SWOT 분석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상세한 업종 
및 기업 리서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출처로부터 수집됩니다.

• GlobalData
• MarketLine

• Moody’s
• Morningstar

공익기업 

Orbis의 PIE 식별 및 플래그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eer 그룹 보고

Orbis에서 기업을 peer 그룹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특정 사모펀드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기업 주주 정보

뷰로반다익 제품에서만 제공되는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주식 보유 현황 및 자회사
• 직/간접적 소유권
• 국내외 지배주주
• 독립성 지표
• 기업 그룹 - 동일한 지배주주를 평가대상회사로 둔 

모든 기업
• 기업 수형도
• 수익 소유권 - 고객의 리스크 수용범위와 직접 선택한 

지분율에 따라 법인의 실소유주가 분리되어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전용 모듈에 표시됩니다.

또한 Orbis는 다음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데이터를 
구조화합니다.

• '하향식' 또는 '상향식'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지분율 
계산

• 직접 지분율을 설정하여 소유권 정의 편집

로열티 계약

리서치 중인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요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 문서

다음을 포함한 여러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지에서 제출된 '스캔 이미지' 및 등기소에 제출된 
문서 링크 

• 전 세계에서 공식 영업문서 사본 및 현재 Orbis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보고서를 주문할 수 있는 기능

• 감사 보고서 (PDF)

특허 및 지식재산권

기업과 다양한 옵션에 연결된 Orbis의 검색 가능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부문별 및 그룹별로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 관한 추가 섹션

Orbis는 다음과 같이 상장 기업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ash flow
• 설명 및 기록
• 연결, 반기 및 분기별 보고서(풀컬러 스캔본), 기업 

보고서 및 사회적 책임 보고서(여러 비상장 기업의 
보고서도 제공)

• 상세 재무제표 및 분기 재무제표
• 등급
• 부문별 데이터
• 주식 데이터:

 – 증권 및 가격 상세 정보
 – 현재 주가 정보
 – 연간 주가 정보
 – 현재 주식 가치
 – 월간, 주간 및 일일 가격 동향

Orbis Historical

Orbis 보고서에 포함된 10년간의 데이터보다 더 이전의 
정보를 조사하려면 Orbis Historical을 구독하여 15~20년 
전의 기록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은 다음 방법으로 과거의 정보를 현 기업 
데이터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드립니다.

• 최신 Orbis 버전과 Orbis Historical에서 같은 
뷰로반다익 ID 번호 사용

• 과거 내역을 현재의 데이터 형식과 호환되도록 '처리'
하여 최근의 비율 계산 변경 사항이 과거 데이터에도 
적용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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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과
플랫폼에 걸쳐 독립형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거나 뷰로반다익의 맞춤형 catalyst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 관리

Orbis는 신속하게 기업의 재무를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rbis의 고유한 재무 건전성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상세 재무 보고서를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 걸쳐 신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자체 리스크 시스템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재무 및 M&A

Orbis에서는 개별 기업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여러 기업을 비교할 수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검색 조건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인수 대상 기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Orbis에 통합된 뷰로반다익의 M&A 데이터베이스 
Zephyr는 거래와 루머에 관한 폭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조달 및 공급업체 리스크 관리

표준화된 재무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재무 건전성 지표를 
이용해 전 세계 공급업체의 재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의 PEPs 및 제재 스크리닝도 함께 
이용하여 귀사의 평판을 보호하세요.

사업 개발 및 전략

Orbis로 전략 비즈니스 개발과 CRM 개선을 도모하세요. 
기획 도구로 Orbis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정보 관리 (Master Data Management)

Orbis를 활용하여 내부 데이터를 개선하고 
업데이트하세요. Orbis의 고유한 기업 식별자와 매칭/
중복 제거/개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단체의 개별 
데이터세트를 상호 연결하고, 부서별/조직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모아 한곳에서 고객 정보를 검토하세요.

컴플라이언스 및 제3사 실사

Orbis를 사용하여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알기제도
(KYC) 리서치, 평판리스크 관리와 클라이언트 실사(CDD)
를 개선하세요. 또한 Orbis의 이행 도구를 통해 FATCA 및 
CRS 사전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Orbis는 기업 데이터와 이전가격 기능을 결합하여 계획, 
정책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문서화하여 이전가격 분석 프로세스 전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Orbis의 타당성 및 절감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철저한 감사 대응 분석 자료를 
생성하고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뷰로반다익은 BEPS 및 국가별(CbC) 보고 요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술 연구

Orbis를 중요한 연구 도구 또는 지도 및 학습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치 정보는 학술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뷰로반다익은 더 광범위한 
과거 정보도 제공해드립니다.

더불어 Orbis는 여러 학술 액세스 시스템, 프로토콜과 구독 
서비스와도 호환됩니다.

전문 서비스

Orbis를 활용하여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와 헤드헌팅에 
새로운 차원의 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Orbis는 귀사의 
전문 서비스를 타사에 홍보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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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확실성을 제공하는
Orbis의 고품질 정보

커버리지와 적시성

Orbis는 가장 폭넓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입각하여 정보 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 커버리지 범위
• 보유 기업 정보의 깊이
• 최신 재무 자료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

뷰로반다익은 당사의 정보 제공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전 조치를 통해 고객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품질과 정확성

뷰로반다익은 Orbis가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동 검사와 수동 검사를 병행하여 수시로 품질 및 
정확성 검사 실시

• 모든 데이터 세트를 점검하여 일관된 품질 수준 보장
•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정보 제공업체에 통보

활용성과 관련성

비즈니스의 확실성을 중시하는 뷰로반다익은 가장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며 관련성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고유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외부 정보 제공업체가 제공한 재무 데이터를 뉴스, 
재무 건전성 지표, 주식 데이터 등과 종합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지 활동 코드, 회계 서식, 국가별 식별 코드 등 공식 
레퍼런스 및 잘 알려진 레퍼런스를 통합합니다.

• 다양한 문자와 기호를 지원하므로 현지 및 국제 서식을 
이용한 기업 검색이 가능합니다.

• 커버리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데이터 출처와 데이터 
포인트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항목을 
클릭하면 원본 문서의 수식, 데이터 편차 및 관련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Orbis의 데이터 정의 방식을 맞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소유권 
정의를 변경하거나 직접 비율을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Orbis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 
정보를 다양한 출처를 통해 파악하여 

가치 있는 형식으로 처리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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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을 비롯한 여러 출처를 통해 정보 수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시각화, 분석 및 통합

재무제표 및 
비율 표준화

데이터 검증, 정제 및 품질 관리 
적용

데이터 소스 
연결

기업 지배 구조 
연결 및 설명

고유 식별번호 
생성 임직원 연결

맞춤형 
리서치 
추가

실소유주 식별 M&A 거래 및 
루머 통합

업계 리서치   |   뉴스   |   M&A 거래   |   기업 정보   |   기업 재무제표	

로열티 계약   |   Corporation Actions   |   업종 코드   |   임원 및 담당자	

선박   |   원본 문서   |   신용 등급   |   PIE(공익 기업)   |   주주 및 자회사 법인식별기호(LEI)   |   특허   |   

ESG 리스크 정보   |   지적재산권   |   AML 문서	

주가 정보 및 추정치  |  재무 건전성 데이터   |    PEPs(요주의 인물) 및 제재   |   공공 입찰

Custom 
delivery 
and APIs

Catalyst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엔진 및 리스크 관리 

플랫폼

다양한 파트너십 및	
제휴 포함

강력한 인터페이스, 폭넓은 
커버리지, 사용자 주도 지원 

및 인터랙티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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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 
정보 제공 파트너사

2019년 6월에 수정됨

12

Some of the providers we work with  
to create Orbis

R = 255
G = 193
B = 14

C = 0
M =  25
Y =  100
K =  0

Logotype Color Guidelines :

     

Correct as on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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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명확하고 심층적이며 광범위한 
스프레드시트, 분석 템플릿, 
자체 데이터 시스템과 워크플로 구축

데이터 내보내기 및 통합

다양한 포맷으로 조사 결과를 다운로드하고 자체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에 그래프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알림 맞춤 설정

유연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규 재무제표, 
M&A 루머 또는 뉴스 스토리 등의 분야에 따라 각 기업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및 향상된 데이터 시각화 도구 활용 

Orbis는 통계 분석과 peer 그룹 분석 등 개인과 기업 
그룹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피벗 분석 
옵션을 사용하면 직접 지정한 피벗 변수에 따라 리서치 
결과를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Microsoft Excel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 옵션 생성

Orbis가 지원하는 다양한 재무 비율과 재무제표 외에도 
직접 맞춤 재무 항목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자체 데이터 필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자사에 지출하는 금액 등 귀사와 
관련된 맞춤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Orbis의 재무 건전성 데이터,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주주 정보 및 비교 

가능하고 상세한 재무 정보는 심층 분석을 
위한 완벽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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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스템과 워크플로에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Orbis 데이터 통합

앱

Orbis는 여러 유명 소프트웨어 체제의 앱과 원활하게 통합 
가능하며, 호환 가능한 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Orbis는 다음 앱과 호환됩니다.

• MS Dynamics
• Salesforce

• Oracle
• SAP FSCM

Orbis는 여러 전문 서비스, CRM 및 운영 관리 시스템과도 
통합 가능합니다.

웹 서비스

뷰로반다익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Orbis의 데이터를 
내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당사의 
전담 제작팀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신 add-in

Orbis의 향상된 최신 add-in을 사용하면 Excel, 
PowerPoint 및 기타 Office 제품군에서 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d-in을 사용하여 Excel과 PowerPoint의 
템플릿에 다음과 같은 Orbis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포인트
• 수식

• 그래프
• 텍스트 필드

자체적인 등급 산정 방식, 분석 또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에서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cel 
내에서 기업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템플릿의 
데이터는 Orbis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데이터 확보 및 업데이트

방대한 정보에 엑세스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에 직접 
적용합니다. Orbis를 사용하면 CRM이나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 등 귀사의 자체 시스템에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Orbis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귀사의 기록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기업 개요, 기업 소유자 및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용 평가 및 모델링

Orbis의 재무 자료를 통해 자체적인 신용 평가 절차에 
활용하고 기존 신용 평가 모형보다 투명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Orbis는 신용 리스크 평가를 위한 가장 풍부하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Orbis의 재무제표와 재무 
건전성 지표는 전 세계에 걸쳐 비교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의 신용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여 재무 
리스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및 AML 리서치

Orbis의 중요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포인트를 온보딩 
시스템에 포함하세요.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구조와 
프로세스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일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는 맞춤화하여 
자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PEPs 및 제재 대상 데이터
• ESG 리스크 지표 및 평가
• AML 관련 정보:

 – AML 정책
 – 회사정관
 – 은행 설립 인가
 – 법인 설립 인가증
 – 상업 등기부 등본
 – 각 국가 규제기관별 규제 대상 금융기관 목록
 – US Patriot Ac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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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s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엔진 및 리스크 관리 플랫폼들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

협력업체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켓 인텔리전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맞춤 분석

규제 관련 검토를 위한 법인 분류

이전가격 관리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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